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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몽골은 1990년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

면서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였다. 사회주의 체제하에서는 계층간, 지역

간 경제적 격차가 없어서 시골에서 도시로 이주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

으며 각각의 지역에서만 살고 있었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세운 모든 시

스템이 붕괴되면서 국가 국영 공장들, 시골의 축산업, 농업, 도시의 건설,

개발 등이 모두 멈추었고, 국가의 모든 재산을 민영화, 사유화해서 국민

들에게 분배하였으나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실업자들이 많아졌다. 또한

도시거주자들은 거주하고 있었던 집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고, 중소

기업, 가계 등 민영화한 것들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의 경우는 기르고

있었던 가축만을 분배받고, 가축의 원료를 판매해주는 중간 역할 수단이

없어짐으로서 수익을 낼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에 거주한 주민

들이 도시로 몰려오기 시작했고, 도시 외곽의 토지를 무허가로 점유하고

전통적 유목민 가옥(게르)을 지어 정착함에 따라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

거대한 게르지역이 형성되었다.

울란바토르는 몽골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서 게르지역이 가장 대단

위로 형성되었다. 도시의 기개발지 가운데 일반적인 도시로 개발된 용지

는 20%인 반면 게르지역의 해당하는 용지는 80%에 이른다. 일반적인

도시지역으로 개발된 20% 용지에 도시민의 39%가 살고, 80%를 차지하

는 게르지역 용지에 61%의 인구가 살고 있다. 게르지역은 석탄을 사용

하고 있으며,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전기 공

급만 받고 있다. 게르지역은 1990년 이후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형성

되어, 대기오염, 수질오염, 기반시설 미비, 주택수준 미흡, 생활편익시설

부족 등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게르지역에 대한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몽골 정부와 울란바토르시는 관심을 가져왔으나

2012년 유엔의 ‘세계 공기오염 도시’를 조사에서 베이징 다음으로 세계



에서 가장 오염된 도시로 발표되면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이후로

재개할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게르지역 재개발 규정’이 만들어지

고 여러 사업들이 시행되었다.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은 시

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 연구는 울란바토르시에서 문제를 유발하는 게르지역의 형성과정

과 확장시킨 요인을 분석하고, 현재 게르지역으로 인한 문제들, 게르지역

에 대한 정부 대응, 관련 법제도, 현실적으로 이뤄지는 재개발 사업에 대

해 조사하였다. 게르지역의 형성요인으로는 급격한 도시화, 토지재분배,

도시계획적 대처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울란바토르시 도시기본

계획이 여러 차례에 걸친 개정 과정에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

를 예측하지 못하고 선도적으로 수용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점이 강조되

었다. 게르지역의 문제점으로는 환경오염, 기반시설 미비, 주택 및 생활

편익시설 미비점을 도출하였다. 게르지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몽골 정

부와 울란바토르 시에서 주택정책의 일환으로서 주택건설 및 토지구획정

리사업 등의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재원 및 개량방식의 한

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2012년 UN의 세계오염도시 발표로 환경오염문제

가 주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면서 철거 재개발방식이 도입되어 추진되었

다. 개별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규합하여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이 방

식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주와 개발업자간의 양자계약을 기본으로 하는

민간개발방식이지만, 울란바토르 재개발국이 개발업자를 입찰로서 공모

하고, 양자계약 이후 시청이 개입하여 삼자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

공개입이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도로 및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에서

부담하지만 기본적으로 민간개발방식으로서의 수익창출이 전제되어야 하

므로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며, 주민들도 경제적으로 아파트 거주 부

담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다시 게르지역으로 돌아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공공의 재정적 역량과 거주자의 경제적 역량의 한계 속에서 민간

부동산 개발에 의존해야 하는 울란바토르 게르지역 재개발정책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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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울란바토르시는 몽골의 수도이자 중심 도시이다. 현재 몽골의 총 인

구 약 3백만 명 중 약 45%에 달하는 130만 명의 사람이 울란바토르시에

거주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의 면적은 3,954.25k㎡로서, 몽골의 총 영토

의 0.4%를 차지한다. 몽골에서는 지난 50년 간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

어 몽골의 총인구에서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1990년 이후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체제가 도입되면서 수

도인 울란바토르는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 및 기타 인프라의 부

족 등 도시화의 문제를 겪고 있다. 몽골 통계청에서 발간한 통계에 따르

면, 1956년 울란바토르시 인구는 전국인구의 14%를 차지했으나 2011년

에는 42.6%로 증가했다. 사회적, 경제적 시스템의 변화, 지역간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해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수가 최근 10년간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으며, 통계에 따르면 1995-2000년 사이에 이동한 사람들 10명

중 6명이 울란바토르시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화는 한편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겠지만 울란바토르시의 경우는 인구의 집중문제와 함께 경제, 사

회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도시화로 인해 사회, 경제, 정치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도시와 시골의 발전의

격차가 심화되고, 빈곤과 실업이 증가되었다. 인구 유입이 증가될수록 사

회와 공공 서비스의 부담이 증가되고 도시가 확산되어 접근성을 감소시

키며 또한 도시 인근지역 환경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울란바토르시의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도시문제 가운데

게르지역의 문제에 주목한다. 게르는 몽골인들이 유목생활을 하며 거주

하는 동근 천막형태의 주택형식이다. 유목생활을 하며 게르에서 살던 사

람들이 도시로 이주 온 후 도시 외곽지역에 게르를 짓고 살게 되면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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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가 큰 게르지역이 무계획적으로 형성되었고, 이것은 기존 도시 시스템

과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몽골에서 수행된 게르지역과

관련된 논문과 문헌들을 조사해 보면 대부분이 도시이주, 환경오염 문제,

주거 문제 등 지리, 환경, 건축 등 전공별 특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 연

구는 도시계획적 시각에서 게르지역의 형성과정과 도시문제, 그리고 그

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게르지역의 형성과정 - 거시적으로 몽골의 정치, 경제, 사회 변화

과정에서 게르지역의 형성되는 과정과 게르지역의 주거지 특성을 살펴본

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급속한 도시화 과

정속에서 토지소유권과 점유방식이 변화되는 가운데 게르지역이 확대되

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2) 게르지역의 도시문제 – 게르지역은 도로 및 하부기반시설을 사

전적으로 갖추지 못한 채 형성되고 몽골인들의 전통적인 유목생활 전통

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토지소유와 토지규모의 측면에서 게르지역은

다른 저개발국의 슬럼주거지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특성을 이해하면서 게르지역이 가지고 있는 도시기반시설 문제, 위생

문제, 오염문제 등 전근대적 도시문제의 유형과 실태를 파악한다.

3) 게르지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 – 게르지역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몽골 정부 차원과 울란바토르시 차원에서 주택정책과 도시개발정책의 일

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이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요인을 살펴본다.

제2절 연구의 방법

연구의 기초가 되는 문헌 자료 중에 몽골 문헌은 몽골 건설 및 도시

개발부, 도시계획청, 몽골주택공사, 몽골모기지 공사, 국가개발공사, 몽골

통계청, 종합법률포탈 사이트와 발간한 보고서, 관계자의 발표 자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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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정책 자료들을 참고한다. 그 이외, 논문자료, 신문기사, 도시계획과

개발, 재개발과 관련 전문사이트를 활용한다.

게르지역에 대한 공공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의 역할, 공기업의 역할,

기업(건축회사)의 역할, 주민의 역할을 각각 조사해 이들의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지금까지 시행해 왔던 도시재개발 정책, 계획달성 평가 등을

연구하고, 도시기본계획이 1954년에 처음 개정 된 다음에 5번의 개정을

거쳐 2013년에 승인 된 “울란바토르시를 2020년까지 발전시키는 기본계

획 개정, 2030년까지 발전방향” 계획을 토대로 해서, 현재와 미래에 어떠

한 방향으로 진행 되어 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선행연구

논문 주제인 게르지역은 현재 울란바토르시에서 가장 큰 사회적 문

제의 하나로 인식되는 만큼 연구자들의 관심사 주제 중 하나이다. 게르

지역이 만들어 낸 또는 게르지역을 둘러싼 문제들이 다양함으로 다양성

이 있는 연구 주제로 볼 수 있다. 도시계획이라는 분야는 몽골에서 불과

몇 년전에 대학교 전공항목으로 도입되었다. 몽골의 민주화로 인한 사회

불안정 속에서 도시라는 공간은 잠시 잊어지고, 모든 사람의 관심은 경

제적 부에 쏠렸고, 그래서 사회학, 회계학, 경제학, 외국어학, 정치학 등

문과 쪽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배출되었다. 이과에서는 건축학, 엔지니어,

컴퓨터 등이 인기였으며, 도시계획학 이라는 분야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러나 울란바토르시 도시화 문제, 게르지역 문제 등이 발생함으로 도시계

획학 전공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몽골에는 학술논문을 공유하는 통합

검색 사이트가 없다. 논문을 찾으려면 반드시 해당 학교 자료실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음으로 선행연구는 한국 대학교에서 연구한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그러나 검색해서 나온 연구 자료를 보면 게르지역이라는 핵심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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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개요 분석내용과 결과 시사점 및 한계

바야르

아리온자르

갈란

1)

2003년에 토지민영화부터

2013년까지의 토지소유권

대해서 “토지 관한 법”,

“몽골 국민의 토지 소유

권에 관한 법”의 내용들

을 언론매체, 신문기사 보

도자료 등을 활용해서 토

지소유권 관련 된 문제들

을 시기별로 살펴보고, 토

지소유권 정책 실행한 기

간을 3개로 구분하여, 해

당 기간에 언론에 노출

된 문제를 7 항목으로 나

누어 울란바토르시에 어

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토지소유권 문제:

2003-2013년까지 실행한

민영화율이 낮은 원인을

①토지소유권 법률 정보

부족, ② 토지소유권 취득

절차 복잡성, ③ 도시와

지방 지가 차이 ④ 토지

분쟁 및 부정부패 때문이

라고 해석되었다.

도시 문제: 토지소유권 실

행 기간 중에 도시문제에

관한 보도가 점차 늘어났

으며 ‘게르지역 인구 증가

로 토지와 대기오염문제,

건설 사업 활성화로 인한

난개발 또는 녹지지역 감

소, 지가사승 문제를 논의

했다.

토지 민영화는 게르지

역이 확산되는데 일종

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다루었다. 그러나

게르지역의 문제를 파

악하는데 언론보도 자

료에 의존하였다. 또한

토지소유권 정책 범위

에서만 볼 수 있는 인

구 증가와 토지 점유,

토지 취득한 사람들의

비율에 초점이 맞춰졌

다.

Yanjinbileg

Baljinnyam

2)

도시화로 인해 확산된 게

르지역의 상태를 조사하

고, 낙후된 게르지역 주거

환경을 분석하여 그들의

소득수준에 맞는 저렴한

주택 또는 저소득층을 위

한 주택 정책을 살펴봤다.

게르지역 거주자들 대상

으로 현재 거주자들의 주

택 만족도, 저비용주택 구

매 의향을 설문지로 분석

하고, 게르지역의 환경개

도시 기본현황을 살펴보

고, 주거지를 종류별로 나

누고 주택의 상황을 다룸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주택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설문지로 게르지역은 다수

가이주민이고 무저축이며

저비용주택 선호도가 높

고, 거주지에 대한 불만족

등 결과 보인다.

마지막으로 게르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에

본 논문은 게르지역의

확산과 게르지역의 문

제 등 본 논문과 유사

한 점 있다. 그러나 주

거문제를 해결하는 방

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설문지를 게르지

역 주민의 주거환경과,

주택 선호도를 파악하

는 것이 이 논문의 주

목할 만한 것이다.

루는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게르지역으로 인한 대기오염, 환경문제 등을

다루고, 도시적인 즉면에서는 일부 연구가 토지이용, 민영화, 주거지 개

선 등을 다루었다. <표-1>

<표-1> 선행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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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저비용주택의 방안

을 제안하였다.

실행하다가 중단된 정책들

을 재구성하고 주거지 개

선을 위한 생활기반 시설

의 여러 아이디어들 제안

하겠다.

Bat-Erdene

Chinbat

3)

게르지역 문제점을 ① 게

르 지역의 인프라 부족,

게르 지역을 향한 도시

서비스 부족, ② 인구 집

중, 이에 따른 계획되지

않은 인구 성장, ③ 부정

확한 토지 관리, 이에 따

른 환경적인 문제로 도출

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변환하는 시점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 즉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토지 민영

화 등으로 인해 기존의 정

책만으로는 현재의 문제점

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봤

다. 새로운 토지 이용 계

획이 필요하며 토지 이용

계획에 시민참여를 주장하

였다.

본 논문은 2009년도에

쓴 논문으로써 게르지

역의 문제를 잘 드러

내고 있다. 그 당시에

인프라, 인구 증가, 토

지 문제 등으로 문제

범위를 몇 항목으로

볼 수 있었다면 최근

에는 게르지역 문제

범위를 넓혀서 연구

할 필요가 있다.

Nomintovch

Boldbaatar

4)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의

현황을 국가 보고서나 관

련된 문서 분석, 이에 대

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몽골 울란바토르 게르지

역 재개발에 한국 사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431건의 가구를 설문조사

했다.

세 가지 정책제안을 제시

하였다.

저소득층을 위해 아파트

가격 감소시키기

건촉 재료를 저럼한 가격

으로 공급하기

외국인 투자를 증가시키기

( 예산 늘리기 위한 )

울란바토르시 게르문

제를 해결을 주택문제

중심으로 연구를 했다.

오늘날의 게르지역 문

제는 주택으로만 해결

이 안되므로 보다 종

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위 논문들은 최근 3년에 연구된 논문으로 게르지역을 다루고, 문제

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게르지역의 형성과정과 도시문제, 그리고

1) 바야르 아리온자르갈란, 2015, “몽골 토지민영화 정책의 변화아 울란바토르시에 미친 영향”, 

서울시립대하고 석사학윈논문 

2) Yanjinbileg Baljinnyam, 2013, “게르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대한: 몽골 울란바토르 시 중심으

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Bat-Erdene Chinbat, 2009, “ A Study of the Influence of the Ger Areas of 

Ulaanbaatar”, 동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Nomintovch Boldbaatar, 2015, “Redevelopment of Ger Area in Ulaanbaatar, Mongolia: 

Lesson from Korea,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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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시간 흐름에 따라 살펴봄으로서 몽골 울란바토

르시의 게르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종합적 이해를 추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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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의 형성 과정

제1절 게르지역 형성과정

1. 울란바토르시 역사

울란바토르 시는 12세기의 몽골의 왕도로서 기원을 가지고 있다.

1206년에 치기스칸이 대몽골제국을 건설한 후에 베이징으로 수도를 이전

하여 150년 통치하다가 명나라에 패한 후 초원지대로 돌아온 후 청나라

에게 정복을 당했다. 18세기 이후 1911년까지 청나라 지배를 받는 시기

에 “이후 후레”라는(Ikh Khuree) 사원도시가 되어 승님들의 거대한 거주

지로 변하고,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때 도시 인구는 15.000-20.000명으로

예상되고 도시는 게르주거지와 단층주택으로 형성되고 있었으며, 강단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지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림-1> 1911 청나

라가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건설되었고, 이와 동시에 몽골이 독립선언을

했지만 중국은 몽골을 자치구로 통합할 전략을 가졌다. 민족해방을 위해

몽골인민혁명당이 창설되어 1921년 혁명군을 조직하고 러시아 혁명군과

연합하여 중화민국을 몰아내고 1921년에 독립을 선언했다.

<그림-1>1911년의 울란바토르시 모습

출처: 울란바토르시 박물관 사이트, “사진으로 보는 20년 역사” www.ubmuseum.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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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년에 ‘몽골 인민공화국’의 완전한 독립을 선포하고 구소련의 영

향으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고 구소련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1924년 11월 26일 국가 첫 국회에서 수도 이름을 ‘울란바토르’로 정했

다.5) 1990년까지 구소련의 영향 하에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였으나

1990년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 민주국가로 전환하였으며, 울란바토르

는 지속적으로 몽골의 수도로서 성장하여 왔다. <그림-2>

<그림-2> 1990년 울란바토르시 모습

출처: 울란바토르시 박물관 사이트, “사진으로 보는 20년 역사” www.ubmuseum.mn

현재 울란바토르시는 몽골 총 영토의 0.4%도 안돼는 땅에 위치하고

있지만 총 인구의 44%가 거주하고 있는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이다. 도

시의 총 면적은 395,425㏊이며 이 중 27,409㏊에 주택과, 게르지역이 위

치하고 있다. 이 두 분류를 하나로 건설된 지역으로 보자면 11.8%는 주

택(아파트)지역이고, 나머지 88.2%인 대부분은 게르지역이 차지하고 있

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울란바토르시는 인구밀도가 높다. 2000년 인구밀

도는 162명/1㎢ 였고, 2010년에 246명/1㎢으로 1.5배로 증가했고 2012년

에 262명/1㎢가 되었다. <그림-3>

5) “Niislel guide”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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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주택지역 게르지역의 분포도

출처: JAICA, 2013년, 울란바토르시에 대중교통 프로젝트 구현 연구, 최종보고서, p 2-2

2. 몽골 주택의 변천 과정

울란바토르시에서 건설사업은 1940년부터 1990년까지 활발하게 이루

어졌는데, 이 주택건설 변천 과정이 그 때 당시의 사회 및 경제, 구소련

의 영향 등을 받고 시대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시대

별로 건설된 집합주거의 변천과정을 나누어 보면 첫째 1940-1960년, 둘

째 1960-1975년, 셋째 1975-1990년, 넷째 1990년 이후로 나눌 수 있다.6)

1) 1940-1960년대: 1940-1941년에 최초의 연면적 4000평방미터 1-2

층짜리 주택이 건설되었다. 1948-1952년, 1953-1957년은 몽골의 경제, 문

화 개발 1차, 2차 5개념 계획이 최초로 실시되었다. 이시기에는 총 연면

적이 42만 평방미터 공동주택이 건설되었다. 건설분야에서 공동주택이란

개념이 최초로 도입되었던 시기다. 이때 건설된 주택은 거의 모두 구소

6) Bayar, 이문섭(1999), “몽골주택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

문집, p363,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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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주택면적

(단위 1000㎡)
세대수

(단위 1000)
연도

주택면적
(단위 1000㎡)

세대수

(단위 1000)

1961 123.0 2.8 1969 91.7 2.2

1962 71.6 1.8 1970 70.6 1.4

1963 95.9 1.7 1971 78.2 1.7

1964 82.8 1.7 1972 81.6 1.7

1965 80.2 1.0 1973 110.2 2.1

1966 115.7 2.5 1974 132.6 2.7

1967 95.3 2.5 1975 205.0 4.1

1968 73.9 1.6 합계 1508.3 31.5

련의 표준설계에 의존하여서 건설되었다. 1954년에 울란바토르시 첫 도

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1층, 2층, 3층짜리 공동주거를 기본계획대로 구

역별로 건설하기 시작했다.

2) 1960-1975년대: 이 시기에는 정부에서 국가 공업화 정책을 실시

하고, 이 변화로 인해 도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는 현상이

일어났다. 도시로 이주 온 국민의 주택 공급문제가 제기되어 정부에서

주택정책을 세웠다. 그래서 1960년에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건

설된 총 건물들의 40%는 한가지의 구소련의 표준설계에 따라 건설되었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짧은 기간 내에 대량의 주택공급이 가능했고 경제

적으로도 저렴했기 때문이다. 1㎡당 건설비용이 다른 설계로 만든 주택

에 비하면 15%정도 절약되었고 시간은 20%정도로 단축되었다. 주택의

표준설계를 몽골의 지리와 기후 조건에 맞게 적용했다. 주택의 형태는

복도형 기숙사형 주택만이 도시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

의 건물로 가득찼고 도시 전체 모습이 단조로운 모습으로 고착화되었다.

이때 지어진 주거단지 건물들의 70%는 모듈시스템, 즉 조립식이었다.

1960-1975년에 건설된 건물들의 60%는 구구소련의 건설업체들이 건설했

다. 주택의 방 크기는 1실형 (30-32㎡), 2실형 (43-45㎡), 3실형 (43-58

㎡), 4실형 (72-74㎡) 아파트였다. <표-2>

<표-2> 1961-1975년 공동주택건설현황

출저: Bayar, 이문섭(1999), “몽골주택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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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총면적(단위:㎡) 국가 개인단독

1975 1893.5

1985 3537.5 3065.5 472.0

1986 3744.9 3235.1 509.0

1987 4917.3 3462.4 551.9

1988 4917.0 3653.0 1263.0

1989 5264.9 3915.7 1349.2

1990 5530.4 4069.5 1460.9

<표-3> 1975-1990년 공동주택건설현황

출처: Bayar, 이문섭(1999), “몽골주택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p364

3) 1975-1990년대: 이 시기는 6차, 7차, 8차 사회 경제개발 5개년계

획의 실시되는 시기였다. 1976-1980년 사이에 국내에서 벽돌, 시멘트, 철

근콘크리트 공장이 생김으로서 건설이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1975년에 공동주택의 총 연면적이 190만㎡ 정도였는데 1985년에 360만

으로 거의 2배로 증가하다가 1990년에 3배로 증가했다. 1975년부터 5년

단위로 살펴보면 1975-1979년 사이에 일 년에 24만㎡ 집합주택이 건설

되었고, 1980-1985녀 사이에 연평균 공동주택 총면적이 30만㎡,

1986-1990년에 45만㎡ 공동주택이 건설됨으로 가장 많이 건설된 시기였

다. 정부 주택정책으로 인한 공동주택들이 지어지는 반면에 개인 단독

주택들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3>

4) 1990년대: 1990년은 몽골에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고 사회 경제

적인 혼란이 생기면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유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하는 어려운 시기였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 붕괴로 물가가 오르고, 이에

따른 건축재의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동주택 건설이 거의 중단 된

상태였다. 1992년 주택 생산량이 1990년보다 1950-60년대 수준으로 줄었

다. 1996년 들어서 개인이 설립하는 건설회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

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시작하지만 예전과 비하면 생산량이 적었다.

1940-1990년까지 1기(1940-1960), 2기 (1960-1975), 3기(1975-1990)의

각 시기별 세대별 단위평면 면적을 살펴보면 2기, 3기로 갈수록 3실과 4

실의 큰 면적이 축소되는 것이 확인된다.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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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940-1960 1960-1975 1975-1990

1실
유효면적 15.53 16.93 17.27

총면적 29.73 29.66 31.87

2실
유효면적 31.78 28.6 30.92

총면적 48.32 44.58 50.53

3실
유효면적 46.36 40.82 40.31

총면적 67.38 56.11 62.99

4실
유효면적 75.2 53.75 50.48

총면적 103.49 72.71 74.28

<표-4> 공동주택 시기별 규모(단위: ㎡)7)

출처: Bayar, 이문섭(1999), “몽골주택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p363

그 이유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모든 공업들이 민영화되고,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주거 면적이 줄어들었고 울란바토르시 인구가 급속하게 증

가되기 때문에 한 아파트에 최대한 많은 세대가 거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3. 울란바토르시 도시기본계획

울란바토르시가 60년 동안 발전과 변모해 오는데 중요한 문서가 있

는데 이것이 1954년에 만들어진 “기본계획” 이다. 울란바토르시는 377년

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 1912년에 몽골의 수도<그림-4>>로 지정되

고 1924년 제정된 헌법에 기록되어 1940년, 196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

된 헌법에 반영됨으로 유목문화에서 정착문화로 변환하는 중요한 결정적

인 계기가 되었고 세계에서 통용되는 도시계획 표준에 맞추어 울란바토

르시를 계획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었다. 울란바토르시는 1954년 첫 기

본계획이 제정되면서 시기별 경제 사회 발전 경향에 따라 지금까지 5차

례 개정되어 오늘날의 울란바토르시의 모습을 만들어 왔다.

7) 몽골주택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Baya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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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수도원 /Niislel khuree/ 1911년

출처: 몽골국립방송사(2013), “도시설립 374 특집 프로그램”, 「대도시역사 개요」

1) 제1차 기본계획. 첫 번째 도시 기본계획은 1954년에 러시아 전문

가들과 몽골 전문가들이 같이 계획을 했다. 첫 기본계획을 20년 단계로

수립하고 1954년에서 1974년까지 울란바트르시 인구가 125.000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도시를 중심에서부터 기본계획대로 개발을 해

나갔지만 1960년에 이미 도시 인구가 18만명을 돌파함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상업지역과 녹지지역을 지정해 주고 도시 기본 틀을 구성하고, 교통망을

계획했다. 그때 자동차가 도시에 몇 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 도로

망을 크게 확충 않고 도로망을 계획한 것이다.

<그림-5> 1차, 2차 기본계획

출처: “울란바토르시 2030년 개발 동향과 2020년 개발 종합계획”(2013), 4권,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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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기본계획. 첫 기본계획이 만들어지고 9년 후에 1963년에 몽

골 총 인구가 백만 명이 되고, 총 인구의 20%가 도시에서 살고 있었다.

기본계획에서 예상 한 것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를 고려하여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이 계획은 20-25년을 내려다보고 도심인구를

250.000명으로 예상했다. 톨 강을 따라 폭이 20km, 넓이가 6-8km 되는

3900ha 지역을 개발 지역으로 계획하고 중앙도로, 상업지구, 나머지는

녹지 지역을 계획했다. 개발지역에는 19개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고, 3개의

단지를 서비스 등 공공시설을 종합적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1960년과 비

교하여 주택지를 79% 확대하였다. 급속한 건설개발로 도시가 오늘날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지만 1975년 도시인구가 예상보다 많은 348.700명에

달해서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3) 제3차 기본계획. 1970년부터 도시 인구가 급속이 증가하기 시작하

면서 울란바토르시 2차 기본계획을 재수정하게 되었다. 이 계획안은

1975년에 구소련의 “기프러거르” 연구소에서 만들었다. 제3차 기본계획

의 내용을 따르면 2000년까지 40만 명으로 예측하고 앞으로 인구증가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계획했다. 3차 기본계획이 실행하는 동안에 인구수가

5-8만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현실적으로 예측한 인구가 2배

정도 늘어났다. 이 계획에서 도시를 3개의 기본 구, 21개의 동으로 나누

었다. 기본계획대로 3호 화력발전소를 건설한 결과로 다수의 공동주택,

문화, 비즈니스 서비스 건물들이 건설되어 도시 인구의 47.8%가 주택에

서 살게 되었다. 이 때 만든 계획이 도시의 기본배경이 되어, 이후로 나

온 도시 관련 모든 기본계획은 이 계획안을 재구성하고 수정하는 것에

불과했다. 인구증가를 제한하기 위한 대응 방법은 도시 부근지역에 있는

소도시 운영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이주 오는 사람들을 제한함으로 도시

유입인구를 3만5천명 증가로 예측했지만, 계획 진행 2년만에 10만명이

유입됨으로 3차 기본계획의 효력이 떨어지고,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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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3차, 4차 기본계획

출처: “울란바토르시 2030년 개발 동향과 2020년 개발 종합계획”(2013), 4권, p6

4) 제4차 기본계획. 1986년에 울란바토르시 인구가 492.200명이 되었

다. 4차 기본계획을 2010년까지 계획을 구소련의 “기프러거르” 연구소와

“피-23” 연구소에 의뢰했다. 도시인구 집중을 분산시키고 도시 부근에

있는 정착지 및 소도시로 이주시키고 부분 정착지 시스템으로 개발할 계

획이었다. 계획대로 기존의 21개의 동을 30개로 추가하고 주택단지를 6

개의 큰 거주지역으로 나누고, 산업지역을 8개 지부로 나누고, 운동장을

도시중심에서 남쪽에 계획했다. 그러나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데다가

인구가 85만 명으로 불어나 1990년에 이미 예상 수를 넘었다. 1990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져서 갑자기 겪게 된 경제

위기로 기본계획이 잊혀졌다.

5) 제 5차 기본계획. 그러나 2002년 “울란바토르시의 2020년까지 발

전 기본계획”은 몽골 사람들이 독립적으로 먼들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시를 계획한대로 발전시키지 못했다.

<그림-7> 5차 기본계획과 5차의 기본계획를 따른 인구증가

출처: “울란바토르시 2030년 개발 동향과 2020년 개발 종합계획”(2013), 4권,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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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계획에서도 인구 증가 또는 자동차 증가, 게르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했음으로 2012년에 다시 개정해

“울란바토르시 2030년 개발 동향과 2020년 개발 종합계획”이라는 이름으

로 미래 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 계획을 만들었다.

2020년까지 몽골 총 인구수가 3백 5십만명이 될 것이고 울란바토르시 인

구가 165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7> 5단계를 걸쳐 온 울란바토르시의 기본계획은 현재 울란바

토르시를 만들었지만, 기본계획에서 반복적으로 인구증가와 인구이동에

대한 예측을 잘못하여, 적합한 제한 등 전략을 세우지 못해 오늘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림-7> 은 5차례 계획 과정에서

인구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픽이다. 도시기본 틀이 만들어진 제3차 기본

계획으로 60만 명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된 도시가 두 배 이상으로 늘

어난 인구를 감당 못해서 도시에서 많은 문제들이 연이어 생겨나고 있

다.

울란바토르시 2030년 개발 동향과 2020년 개발 종합계획은 경제, 사

회, 정치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기본계획의 원칙은 몽골국가 발전 전

략 개발과 국민 안정, 환경, 생태, 경제, 및 사회 발전 균형 또는 도시개

발 일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계획 목

적은 미래 발전, 경제, 사회, 인프라의 적절한 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

토지이용, 건설과 도시의 발전, 경제발전, 사회발전, 지역사회의 보전과

도시인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4. 울란바토르시 주거지 유형

울란바토르시의 주거지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첫 째 게르, 두

번째 단층주택, 세 번째 공동주택인 아파트, 넷 째 고급하우스로 구분 된

다. 수십 년이 지나면서 몽골사람들의 생활방식과 경제적인 조건에 의해

서 거주지가 변모했지만 이 넷 가지 거주 유형이 오늘날의 도시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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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경제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사회의 거울이 되고

있다.

전통집인 게르는 유목생활에 적절한 조립식 주거지다. 이 게르는 사

계절 가축의 먹기를 따라 여기저기 쉽게 옮길 수 있는 몽골의 전통가옥

이다. 도시기본계획이 수립한 후 아파트가 도시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게르지역은 외곽으로 물러났다. 도시의 제한 일부 지역에서 게르와 일반

주택이 같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면서

시골에서 게르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해 오면서 도시 외곽지역에

무허가로 게르를 짓고, 울타리를 세워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도시생활

에 적응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게르 부지에 단층주택을 짓는다.

이 주택은 게르보다 열손실이 덜하고, 창문 등이 있어서 통풍이 가능하

고, 생활공간이 넓어서 훨씬 효율적이지만 기반시설, 화장실 등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아서 게르와 같은 오염, 위생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데 다

를 바가 없다. 이렇게 게르지역이 확대되면서 도시의 반 이상을 게르지

역이 차지하고 있다.

4가지 주거형태를 생활수준으로 살펴보면 게르와 단층주택을 소득이

낮은 주민들이 주거지로 쓰이고 있으며 대부분 지리적으로 도시 북쪽에

자리 잡고 점점 퍼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나 공동주택, 공동주택

등은 생활소득이 중상층과 도시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고급하우

스는 2005년부터 자유경제 제체를 잘 활용한 상인들이 도시 외곽에 여름

별장을 짓기 시작했지만, 이 건물은 더 발전해서 개발제한구역인 몽골의

톨강(Tuul river) 건너 몽골의 상류층들의 사는 고급하우스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북쪽에 형성된 게르지역에서 나오는 연탄연소배출물질이 온

도시를 덮기 때문에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을 피해 강남 쪽 공기 맑

은 지역에 비싼 주택을 짓고 살고 있다. <그림-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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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울란바타시 인구 주거지 현환

출처: 통계청, 2014년 종합보고서

1) 몽골 전통집 게르. 몽골 전통가옥을 게르(GER)라고 한다. 몽골은

유목생활의 특성으로 유목생활에 가장 적절하고 계절에 따라 이동할 때

조립구조로 손쉽게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다. 게르를 짓는 모든 재료는

가죽 원료로 만드는 것들이고, 못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조립식으로 만

드는 구조가 건축적 특성 중 하나이다. 기후적인 변화에 가장 적절하다.

방풍, 방습, 방온, 방한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름과 겨울, 강한 바

람, 장마철, 건기 등의 어떠한 조건변화에도 대응이 가능하다. 사람들이

도시에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 절감 주거지로 봤을 때 좋은 점이라

고 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단열이 좋지 않아 열이 금방 올라가다가 금

방 손실한다는 점에서 난방으로 인한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몽

골은 겨울이 길어 9월 달부터 5월까지 게르에서 사는 사람들은 불을 피

워 난방해서 도시가 연기로 덮여진다.

2) 일반주택.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형태는 1층, 집 사이즈가 다양하

고, 나무와 시멘트, 벽돌 등 다양한 건축자재로 만든 게르보다 한 단계

향상시킨 주거지이다. 이런 주택의 장점은 단열이 게르보다 좋고, 화제위

험이 낮고, 크기에 따라 독립 된 방으로 나눌 수 있다. 게르를 가지고 도

시로 들어온 시골 사람들은 땅을 점유하고 있다가, 계속 정착하면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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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여유가 생기면 울타리 안에 주택을 짓는다. 게르보다 편리하고, 겨

울에 단열이 잘 되기에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게르에서 주택으로 변해

가고 있다. 그렇지만 도시적 측면에서 봤을 때 단층주택도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기 때문에 게르와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3) 아파트. 아파트는 1956년 도시기본계획으로 도시의 형태가 만들어

지고, 러시아 전문가들의 계획안으로 러시아 도시의 하나처럼 비슷한 표

준설계형태로 아파트들이 많이 건설했다. 사회주의 국가로써 모든 것의

주인이 나라였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거나 공산당

회원이 되면 나라에서 집을 무상으로 주게 되었다. 모든 일자리와 삶의

구조를 나라에서 국영하고, 공산독재 아래에서 도시를 좋게 잘 가꾸는

일과 사람의 수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계획적이고 독재적

인 지금의 북한과 같은 정결하고, 질서 있는 도시였다. 주택과 분리하기

위해 아파트라고 하지만 한국의 단독주택 3-5층, 아파트 9층 이상 건물

을 다 포함한다.

4) 고급주택. 이 고급주택은 지리적으로 톨강(Tuul river) 남쪽에 위

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완전히 고급 아파트와 고급주거지가 지어져 있

어서 몽골의 부유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땅값도 비싸고, 건물가격도

상당히 높다. 원래 울란바토르가 톨강을 따라서 사방으로 산으로 둘러싸

인 지형으로서 도시가 발달하는데 가장 적절한 위치였다. 그리고 강북

쪽에서 도시가 개발되고 톨강 남쪽을 산에는 여러 가지 동물과 식물들이

자라고, 산림지역이라서 국가에서 이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놓

았다. 그러다가 게르지역의 북쪽이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긴 겨울에 난방

을 위해 연탄을 피우기 시작해서 도시가 연기로 안개처럼 덮이기 시작함

으로서 부유층 사람들이 도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주하는 곳은 이

미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톨강 건너 자이상(Zaisan) 산 뒤쪽으로 고급 아

파트와 주택을 지기 시작했다. 2008년도에 항올구 구청이 권력을 이용해

법을 어기고 250개의 토지 허가를 내주었다. 이것이 알려지고 나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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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

위치
중심부에서 복쪽 게르지역으로

지명한 곳

가격 100만원- 200만원

일반 주택 /게르지역/

위치
중심부에서 복쪽에 게르지역과

어우러져 있음

가격 토지포함 9백만원 이상

아파트

위치
도시의 중심에 있고, 대부분 5층

에서 9층 자리

가격 1㎡ : 80만-150만원

고급 주택

위치
도심의 남쪽에 위치함. 공기가 가

장 맑음

가격 1㎡: 80만~2백만원

를 취소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에게 국가가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들

이 생겼고 아직도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여전히 부유층

이 거주하고 있고, 땅값이 지금도 높다.<표-5>

<표-5> 몽골 주거 유형들

출처: www.my-zar.mn 주택판매 사이트, 이미지 출처: google.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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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게르의 형성과 특성

몽골 전통가옥 게르(Ger)는 중앙아시아 유목민족의 생활 방식에 따

라 만들어진 전통 주거공간이다. 게르는 3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간 변화하며 발전해 왔다. 지금의 “게르”라는 이름과 형태로 나타난

시기는 13세기로서, 칭기스칸이 흩어진 부족들을 통일하여 몽골제국 만

드는 시대였다. 그 이후로도 게르의 형태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

지로 변모해왔다. 이 게르는 조립과 해체가 쉬운 유목생활에 적합한 형

식이며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는 형태이다.8)

전쟁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의 수십 개의 나라9)가 게르를 사용했다고

알려졌지만 현재 튜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

탄 등의 구소련과 중국, 내몽골, 아프가니스탄, 하자라 등의 민족만이 게

르에 거주하고 있다.10)

<그림-9> 몽골 전통 가옥 (게르)의 변화 과정

출처: Bayar, 이문섭(1999), “몽골주택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p362

게르의 구조와 공간은 오랜 역사와 변화를 거쳐서 유목민의 생활에

맞게 최적화 되어 왔다. 주업인 가축의 먹이를 따라 사계절을 따라 이동

하는 유목생활의 특성에 맞게 조립과 해체가 쉽고 이동에 불편이 없는

8) B.Myagmarbayar (2007) “History of Mongolian Ger, Ashmon Art”, p.34-37) 

9) B.Myagmarbayar (2007) “History of Mongolian Ger, Ashmon Art”, p.19-20)

10) 여화선, 서주환, 어치르 바트치멕 (2013), 몽골 전통 가욱(Ger)의 문양 및 문양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지식학회, 학술저널, 23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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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na(벽채) 수 게르 직경(m) 게르 높이(m) 게르 면적(㎡)

4 4.9 1.95 13.9

5 5.1 2.3 20.4

6 7.3 2.94 42.0

8 9.6 3.88 72.6

10 12.3 4.97 119.0

12 14.5 5.9 165.0

가볍고,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게르는 거주하는 식구 수에 따라 크

기가 결정되며 수용능력에 따라 크기는 4, 5, 6, 8, 10, 12개의 벽체로 게

르의 사이즈를 분류한다. 제일 큰 게르인 경우 12개의 벽채를 조립하면

게르 안에는 30-40명이 들어갈 수 있다. <표-6>

다섯 벽체 게르를 가장 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공간은 약 20㎡

정도 된다.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도록 게르의 구조는 최소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게르를 만드는 재료는 나무와 에스기라는 외피 esgii(에스

기)-양털로 만든 두꺼운 천과 같은 재료)로 구성된다. 이 나무 요소들은

바닥인 ‘샬(shal), 원형창문천장인 ‘턴(toono)’, 서까래인 ‘오니(uni)’, 원형

창문천장을 받치는 기동인 ‘빠깐(bagana), 벽체인 ’한(khanaa)’, 문인 ‘할

라끄(khaalga) 이다. 덮개 요소들은 원형창문천장 덮개인 ’우르흐(urkh),

지봉 덮개인 ‘데웨르(deever), 외벽의 덮개인 ‘토오르그(tuurga)’, 밑자락

둘러 싸개인 ‘하야우츠(khayavch) 등이 있다. <표-7>

<표-6> 벽체 수에 따르는 게르 크기

출처: Bayar, 이문섭(1999), “몽골주택의 역사와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p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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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내용 이미지

바닥
게르의 바닥 재료는 나무이며, 이동할 때 편하게

조립식이다.

원형창문

천장

게르의 지붕 한가운데에 있는 원형 천정이다. 게

르의 채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서까래

지붕틀로서 원형창문천장과 벽 사이에 걸치고,

벽체와 엮어 묶는다. 길이는 2.0-2.5m 정도이며,

게르의 규모에 따라 길이가 달라진다.

기동

원형지붕천장을 받치는 기동으로 게르의 중 하

중을 가장 많이 받으며, 보통 기동을 두 개로 하

고 높이는 평균 2.0-2.4m이다

벽체

게르의 벽을 구성하는 구조물이며 서로 엮어 격

자모양으로 만든다. 한 벽체의 크기는 높이는 약

1.4m이고, 길이는 약 3.2m이다.

문

게르의 유일한 출입구이며 20세기 이후로 목재

로 된 문을 사용했다. 크기는 폭이 0.9-1.1m, 높

이는 1.1-1.3m이다.

원형지봉

덮개

천장 덮개는 기후 조건에 따라 천장을 덮어주는

사각형의 펠트이다.

지붕 덮

개

서까래 위에 덮는 천이다. 바대의 모양과 치수에

비슷한 펠트를 지봉으로 한다.

외벽 덮

개

게르 크기에 따라 벽의 펠트 덮개는 몇 개로 구

분된다. 계절에 따라 덮개수가 달라지며 일반 게

르에 3개의 펠트 덮개를 사용한다.

밑자락

돌려싸개

밑자락 둘려 싸개는 벽의 밑부분에서 바닥까지

외벽 덮개를 자락 주위를 눌러 감싸는 역할을

한다. 높이는 20-25cm 정도이며 천으로 만든다.

<표-7> 몽골 게르의 구성요소

출처: 어치르 바트치멕(2013), 몽골 전통 가옥(Ger)의 문양 및 색채에 관한 연구, 「한국

디자인지식학회」,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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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르 내부 공간. 문은 항상 남쪽을 향하기 때문이다. 게르를 지을 입

지 조건은 땅이 평평하고 가축들에게 먹이가 많고, 가축을 잘 살필 수

있는 곳이다. 현대는 땅이 평평하지 않아도 파거나 시멘트로 기초를 만

드는 것은 흔하다. 사계절 따라 가축의 먹이를 찾아 뜰판을 옮겨 다니다

가 다시 찾아오면 같은 자리에서 집을 짓는다. 다른 사람의 게르가 놓여

있던 곳에 집을 짓지 않다. 게르는 한 가족 단위로 사는 생활공간이다.

나무로 된 구조부재들은 평생 사용하며 덮개를 3-5년 주기로 바뀐다. 한

가족이 사용하는 게르는 원형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다.

가장 단순한 주거형식이자 공간형태이지만 그 안에 남녀의 공간과 생활

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이 공간 안에 다 들어 있으며 위치 관습적

인 규범에 따라 정해져 있다. 현재 유목민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게

르의 공간구성과 그 요소들은 <그림-10> 과 같다.11)

<그림-10> 게르내부 공간구조

출처: 김형준(2012) “몽골전통주거 게르의 공간구조와 의미에 관한 연구”, p33

11) 김형준(2012) “몽골전통주거 게르의 공간구조와 의미에 관한 연구”,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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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게르 공간구조

출처: 김형준(2012) “몽골전통주거 게르의 공간구조와 의미에 관한 연구”, p36

게르의 공간은 내부 공간적으로 봤을 때 아무 경계선이 없지만 가구

들의 위치와 식구들의 행위들을 살피면 각각의 몇 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관습들로 인해 규칙이기도 한다. 식

구들(남자와 여자)의 행동과 그들의 사용하는 도구로서 공간적인 면에서

크게 남성 공간과 여성공간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게르 중간에 있는

화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출입문)을 공적 공간, 북쪽을 사적인 공간으

로 구분된다.12) <그림-11>

12) 김형준(2012) “몽골전통주거 게르의 공간구조와 의미에 관한 연구”, 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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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게르지역 형성 배경

1. 급격한 도시화

울란바토르시가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은 시기는 1778년이다, 이때

강단 사원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나, 유목생활을 주업으로

하는 시골 사람들이 몰려 살기 시작하면서 초기 게르지역이 형성되었다.

1940년까지 도시는 게르촌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이후 중심부는 소련의

도시계획으로 현대식 건물이 짓기 시작하고 아파트와 업무형 건물 등 근

대 건축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1954년에 소련의 전문가들에 의

해서 첫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서 건설업이 발전되면서 울란바토르

시에서 1차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0년까지 도

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도시의 기본계획을 4

번에 걸쳐 수정하게 되었다. 1990년 전만해도 도시건설이 잘 진행되면서

도시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도시의 80% 이상이 아파트와 현대건물 형

태로 변하고, 게르지역이 거의 다 없어져서 도시외곽에 약간 남아있는

정도사 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국가에서 운영했던

건설재료 공장, 건설업체들이 민영화 또는 사유화하면서 민간 건설 사업

이 충당되고, 도시개발사업이 한동안 멈췄다. 이러한 체계적 전환으로 국

가에서 운영한 체계로부터 무산으로 분양받아 입주한 공동주택은 입주자

들의 개인명의 자산이 되었지만, 주택을 분양받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

던 주민들의 경우에는 주택입주 해택을 누르지 못했다. 사회주의 제체에

서는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관리, 계획적인 생산과 평등한 분배로 도시

와 지방 생활수준과 수익차가 없었다. 몽골의 주 산업이었던 축산업의

경우에도 지속적인 생산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 간에

빈부격차가 없었다. 자유시장경제로 전환 될 때 축산업도 민영화로 인해

국가 소요였던 모든 가축을 배분했다. 이 과정 속에서 온 가족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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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몽골 울란바토르시 인구
몽골 총 인구에서

울란바토르시 인구 비율

1990 2,153,400 586,200 27%

1995 2,243,000 642,000 29%

2000 2,407,500 786,500 33%

2005 2,562,400 965,300 38%

2010 2,780,800 1,131,200 41%

2015/6월/ 3,026,610 1.314.486 44%

유지할만한 수의 가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

해 울란바토르시로 이주하게 되었다. 도시에서도 실업자가 증가하고 같

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사회주

의에서 70년 동안 정부 개입 아래 동등하게 살다가, 대비책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뤄진 민주화 이후로는 차유시장 경제체제 하에서 개개인이

스스로 살아가야 할 상황으로 변환했다. 경제적인 문제와 가난을 이기기

위해 일자리 찾으러 도시로 온 지방주민들에게 주택을 구입할 경제 요건

이 안 되었다. 그러한 이유로 유목민의 주거지인 몽골 전통 게르를 싣고

들어와서 도시외각으로 정착하는 것이 오늘날의 게르지역의 유래가 되었

다. 1990년에 울란바토르시 인구는 몽골의 총 인구의 27%였으면 2015년

에 43%가 되었다. 기본계획의 통계를 따르면 앞으로도 울란바토르시 인

구가 증가할 전망되어 있다. 최근 20년 동안의 몽골의 인구증가율이

1.3%였는데 울란바토르시 인구증가율이 3.3%였다. 1995-2005년까지 증

가율이 5%였지만 2005년 이후로 3.2%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매

년 평균 3만 4천명으로 증가하고 있다.13) 몽골 국민들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자립하고 안정화를 뒤 찾을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1990년 도시 인구는 590.000이었는데 인구수가 매년 증가하고 10년이 지

나는 2015년에는 1.314.486명14)이 되는 2베 이상 늘어났다. <표-8>

<표-8> 울란바토르시 인구 증가율

출처: JAICA, 2013년, 울란바토르시에 대중교통 프로젝트 구현 연구, 최종보고서, p2-2.

13) JAICA, 2013년, 몽골, 울란바토르시에 대중교통 프로젝트 구현 연구, 최종보고서, p 2-2

14) 몽골통계청 보고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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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 계획 무방비

사회적인 전환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왔다. 정부와 울

란바토르시의 입장에서 도시기본계획을 러시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2002년에 자발적으로 만들었지만 여전히 인구예측을 근점시키지 못

했고, 게르지역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교외 지역에 구

획정리 사업, 토지이용에 관한 규정 등을 만들지 않아 계획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게르지역이 확산되고 말았다. 게르지역으로 인한 문제는 추운

계절이 긴 몽골에서 대기오염 문제로 들어나기까지 2007년까지 게르지역

에 대한 문제를 관심을 두지 않았다. 2007년을 앞두고 게르지역의 문제

를 해결하려고 게르지역에 사는 사람과, 시골에서 이주한 빈민층에 소득

수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주택사업을 마련하였다. 주택사업의 한 분류

로 게르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질적

으로는 아파트만 짓고, 게르지역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 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아서, 게르지

역 확산제한 없이 도시가 교외로 퍼져갔다. 2012년에 세계 2위 오염 도

시로 선정될 때까지 별 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던 것이 게르지역이 형

성되는 큰 원인이 된다.

3. 토지 민영화

이렇게 도시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도시에서 토지를 소유권으로 주

는 제도가 만들어져 무허가로 정착한 모든 토지를 민영화함으로 게르지

역 주민들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토지 소유권을 갖추게 되었다. 토지

소유권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몽골은 1990년까지 구소련을 비롯한 사

회주의 국가로써 모든 재산이 나라의 소요였다. 1990년에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붕괴로 인해 자유 시장경제 체제로 변화해 국가가 갖고 있는 재

산을 개인에게 부여했다. 몽골 정부는 1991년부터 국가 재산의 7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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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되는 가축, 토지, 공장, 공동주택 등을 민영화를 통해 분해하기 시

작했다.

그리고 2003년에 “토지에 관한 법”과 “몽골 국민의 토지 소유권에

관한 법”이 개정 및 제정되어 2003년 5월 1일부터 몽골국가는 이 정책을

통하여 몽골 토지개혁과 함께 토지등기 및 토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울란바토르시는 470.000ha 땅을 차지하고 있으나 60%는 산림

과 보호구역이다.

2003년부터 토지를 민영화하는 방식은 가정용 가족 단위로 700㎡의

땅을 분할했으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토지 민영화를 한 결과 전국적

으로 21개 아이막(도)에서 토지 민영화률이 15.8%로 매우 낮게 나타난

반면, 울란바토르시 토지 민영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 2010년부터

는 울란바토르시 내에는 민영화 가능 부지가 남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은 울란바토르시의 무단정착 게르지역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따르는 환경문제, 도시개발 문제 등이 일어나고 울란바토르

시 자기가 지방지가보다 400배 상승한 하는 등 문제들이 발생했다. 2013

년에 사업 기간이 끝나고 나서 2014년부터는 몽골국민 1인당 0.07ha/700

㎡/땅을 분배하기로 법적으로 결정했다.

법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몽골국민의 토지소유권 법”은 몽골

국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법에서 정한 크기의 토지를

소유권으로 부여하는 법률이며, 이루어지는 절차와 시행 등을 다루는 법

임으로 2003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재정과 변경을 반복해 시기별로 4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15)

제1기는 2003년 5월 1일 ~ 2005년 5월 1일까지 로서 이 기간 내에

토지를 소유한 비율이 12%로 매우 낮았다. 이 12% 안에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에서 거주하는 가구수의 70%가 포함되었다. 제2기 시작하기 전

15) 바야라 아리온자르갈란 (2015) “몽골 토지민영화 정책의 변화와 울란바토르시에 미친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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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받는 가구가 약 70.000

가구였고, 가정용 토지의 면적은 6.488ha였다. 그 중에서 62.7%가 44.500

여 가구가 울란바토르시에 있으며, 나머지 37.3%인 27.000여 가구가 지

방에서 토지를 분배받았다.

제2기는 2005년 5월 2일 ~ 2008년 5월 1일까지 로서, 제1기 토지분

배율이 매우 낮아서 2008년까지 연장하고, 세금감면 정책도 이어졌다. 이

때 무허가 점유를 통해 게르지역이 가장 빠른 시간에 확장되었고 건설업

도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 기간에 토지 소유에 관심있는 사람들

은 외각 지역인 녹지지역에서 별장용 토지소유를 위한 목적으로 나타났

다. 제2기에도 분배율이 여전히 낮았고, 울란바토르시 토지분배율이

29%, 지방 지역은 27%, 이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법적 기간을 연장하기

로 했다. 사람들의 토지 소유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소유권 분배

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고 법 제도 미비와 뇌물 등이 원인

이라고 보고 있다.

제3기는 2008년 5월 2일 ~ 2013년 5월 1일까지 로서, 2013년 3월 기

준으로 봤을 때 전국적으로 336.106명인 총 인구의 11.8%가 370044.4ha

토지를 소유했다. 게르지역에서 무허가로 정착한 곳을 소유로 한 사람은

214.068명이고, 새로운 지역에서 소유허가를 받은 사람은 120.184명이 가

족단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했다. 또는 지방에 있는 21도(자치구)에

31,627.33ha 토지를 15.3%, 울란바토르에는 4,849.3ha 토지를 도시의 총

국민의 7.6%만 개인의 권리대로 무상으로 분배 받았다.

제4기는 2014년 5월 1일 ~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이 일은 2014

년 6월부터 온라인 방식을 이용해 두 차례로 하기로 결정했다. 선정구역

은 울란바토르 인근지역에서 52개의 지역에다가 각각 부분계획을 만들

고, 첫 번째 차례로 6월 24일 52개의 지역에서 20개의 구역을 승인하고

5개의 구역에 토지소유지로 분할했다. 이것은 총 13.523명에게 1524ha

토지를 소유지로 배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차례는 1월 26일~2월 9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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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온라인으로 18.4596명이 신청을 했으며 이 중에서 13819명에게

2875ha 토지를 분배했다. 종 토지소유로 분할 할 15.308ha 땅에서

4399ha를 울란바토르시의 주민에게 분배했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온라인으로 모든 토지소유 철자가 투명해지고, 토지

등기 허가 때문에 뇌물 받는 일이 사라졌다. 배분할 토지에 신청하는 사

람들의 수가 추가해도 컴퓨터 자동 선택 시스템으로 공평하게 선출되었

다.16) 10년간에 5057,11ha의 토지를 분배했다.

16) 바야라 아리온자르갈란 (2015) “몽골 토지민영화 정책의 변화와 울란바토르시에 미친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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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게르지역의 도시문제

제1절 게르지역의 현황과 실태

1 게르지역 현황

1) 난방. 몽골은 해발고도 1,35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내륙국가

다. 연평균 기온은 –3.0℃이고, 가장 추운 1월에는 평균기온이 –26.0℃

까지 내려간다. 11월부터 쌓인 눈은 3월말까지 130일 동안 녹지 않는

다.17) 게르주거지에서 난방은 게르 중앙부에 위치한 연탄난로로 하는데

내부공간을 뜨거운 열로 데워 따뜻하다. 그러나 겨울에는 열손실이 커서

평소보다 양털 덮개 3겹을 추가하고, 불을 계속 피워야만 게르 안의 공

기가 식지 않는다. 또한 이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기 때문

에 긴 겨울 내내 난방을 위해 나무와 석탄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겨울

철 사용하는 석탄의 양은 연간 1.200.000톤에 달하며 대기오염을 유발시

키는 자동차 매연, 화력발전소 등 원인들과 비교하면 60-90%는 게르에

서 배출하는 석탄 매연이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림-12> 석탄구매와 난로 및 현장 사진

출처: www.google.mn

17) 기상보고서 (2014) “울란바토르시 기상 환경 모니터링 관리부 보고”, 울란바토르시 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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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실. 게르지역의 화장실은 목재로 된 재래식 화장실로, 울타리

안 한쪽 구석에 2㎡ 또는 3㎡ 크기의 구덩을 3-5m 정도 파서 만든다.

분뇨가 일정량 이상 차면 기존의 화장실을 흙으로 덮고 그 옆에 또 다른

화장실을 다시 만들다 보니 더 이상 화장실로 이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

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2008년 국가표준센터에서 게르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할 화장실 표준18)을 만들었지만 거주민들이 잘 따르지 않고 있

다. 2014년 기준으로 울란바토르시의 59%에 해당되는 197.000세대의

767.000명이 게르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각 세대별로 독립적인 재래식 화

장실을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도시의 북쪽에 위치한 게르지역의 토

지는 분뇨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태다. 이는 쓰레기장이나 산업부

지 등의 오염된 똑같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19)

<그림-13> 현재 몽골의 재래식 화장실

출처: www.google.mn

3) 하수, 폐기물. 게르지역 주민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량은 980

㎎이다. 이는 생활폐기물과 석탄재를 합친 양이다. 게르지역에서 배출하

는 폐기물은 석탄재가 70%, 생활폐기물이 20%, 나머지 10%는 기타 흙,

돌, 식물, 가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게르지역 내 만성적인 쓰레기 문제를

18) “재래식 화장실과, 폐기물 우물 표준” 국가표준센터, 2008

19) 전문감리청, 보건위생 관리자 B.Zolboo 인터뷰 내용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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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3년부터 주거지 인근에 쓰레기 탱크를 배치하

고, 각 세대별로 폐기물용 봉지를 배부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이 일주

일에 한번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르지역은 여

전히 주민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은 계획대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고 있어 오물로 가득하다. <그림-14>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아파트 지역 한 세대당

2000투그릭, 게르지역은 한 세대당 2500투그릭을 내는 것으로 정했다.

<그림-14> 댐과 계곡에 하수, 쓰레기를 버리는 모습
출처: www.google.mn

4) 먹는 물. 울란바토르시에 거주자들의 40.3%는 중앙물공급 시스템

에서 식수를 공급받고 있으며 나머지 59.7%는 630개의 물 분배 장소 또

는 우물과 운반차량으로 공급받고 있다. 2014년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164.8ℓ이고 게르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사용량은 4.7ℓ 20)로, 게르지역 거주자들의 물사용량이 현

저히 적었다.

게르지역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방법은 다양하며, 이는 주민

들이 살고 있는 지역과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물공

급 시스템에 연결된 물 분배시설에서 개인이 물통에 받아서 집으로 운반

20) 통계청, 울란바토르시 물공급,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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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주로 도심에 위치한 게르지역에 해당된다. 두 번째는 물 운

반 전용차로 물 배분시설 탱크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도시인근 지역에

생활기반 시설이 불충분하고 중앙물공급 시스템과 먼 지역에서 사용한

다. 마지막으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물 분배 시설이 없는 외곽지

역 주민들에게는 물 분배 전용차량을 이용해 물을 공급하고 있다. 그 외

에 일부 주민들은 개인적으로 굴착한 지하수와 온천수를 먹는 물로 사용

하고 있다.21)

<그림-15> 물 운반 현장사진
출처: www.google.mn

4) 진입도로. 게르지역은 무허가 정착으로 형성된 거주지라 무질서한

진입도로가 많다. 또한 지리적으로 경사가 가파른 산비탈이 많은 지형이

라 비포장도로가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막다른 도로가 많고, 대부분의

도로가 소방차가 다닐만한 넓이도 안 되는 등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 또한 겨울철에 경사진 곳에 내린 눈이 녹고

얼기를 반복해 얼음판이 되면 노약자들이 다닐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도심지역에서 외곽까지의 거리가 20km이고, 도시 인근의 게

르지역까지만 해도 5-10㎞를 가야 해서 자가용 소유자들이 있다. 울란바

토르 중심에서 북쪽으로 빠지는 주 도로가 몇 개가 있는데 이 도로를 따

라 게르가 형성되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로로 나가

야하기 때문에 대로에서 집이 멀면 걸어갈 수밖에 없다. 게르지역 진입

21) /www.usug.ub.gov.mn/ 수차원청, 게르지역 물공급 안내, 2015



- 36 -

도로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도로포장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아 비가

오면 도로가 진흙탕이 되어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게르지역 개선사업을 시행해 게르지역의 도로를 포장하고, 긴급

상황 발생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개선하는 등 개선사업을 시

행하고 있다.

<그림-16> 게르지역 진입도로
출처: www.google.mn

2. 게르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인 특성

게르지역은 위치에 따라 크게 3개의 지역으로 즉, 도심 게르지역, 도

시 인근의 게르지역, 도시 외곽 게르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심 게르지역. 이 지역은 단층 건물이 대부분이고, 게르는 소수이

다. 거주하는 주민들도 도시생활에 적응한, 도시의 원주민들이 대부분이

며, 이주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개인소유지

로 허가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스스로 살 수 있

는 수준을 갖추었다. <그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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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도심인근 게르지역 현장사진

출처: www.google.mn

도시 인근 게르지역. 이 지역은 도시의 원주민인 경우는 적고 도시

생활의 경험자인 이주민으로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단층주택과 게

르가 동시에 존재하며, 단층주택으로 변화되고 있다. 토지는 합법으로 개

인의 소유지가 되었으며 경제적인 수준이 낮아 스스로 자립 불가능하며

중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어울려 사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도시와 가까이

있지만 버스 노선이 없는 끝부분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한참 걸어 내

려와야 한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다.

도시 외곽 게르지역. 이 지역은 대다수가 무허가로 정착한 이주민이

다. 경제수준이 제일 낮으며 주거지로 게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도시 경험을 자주 하지 못하며, 집에서 도시 들어오기까지 몇

시간 소요되어 도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빈민이

거주하고 있다.22) <그림-18>

<그림-18> 도심 외곽 게르지역 현장사진

출처: www.google.mn

22) 세계은행, 게르지역 개발, 2010



- 38 -

3. 게르지역의 공공시설

도시의 발전과 그 발전으로 인한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

한 공공의 정책들이 시행되어왔으나 그 중에서 게르지역을 개선하기 위

한 계획과 정책은 2008년도부터 이루어졌다. 그리고 도시계획 또는 게르

지역 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일 것이

다.

몽골은 1992년 이후 경제성장이 지속되었으며, 시장경제로 전환 후

최저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1993-2010사이에는 5.1%, 2000-2010년

사이에 6.5%로 증가하였다. 2009년 세계경제 위기로 증가율이 멈췄지만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 긴급지원, 세계은행 (World Bank), 아시아 개

발 은행(ADB), JAICA의 금융 지원, 그리고 광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투

자가 원활해지고 국제 시장에서 구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2010년에는

GDP가 6.4, 2011년에 17.3%으로 상승하면서 당해 국제 경제성장률 1위

를 차지했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른 결과로 울란바토르시로 몰려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경제 활동이 커지면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도

시개발도 활발해졌다.

몽골은 4개의 화력발전소가 도시 전체의 전기, 난방, 온수를 공급하

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늘어난 인구를 수용하기 위한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면서 전력사용량 발전소의 최대 가동 수준을 넘어버렸다.

따라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 한계로 인한 난개발 현상이 도시에서 종종

발생한다. 이미 건물 허가 받고, 토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발전소가 난방과 온수를 공급해주지 못해서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르지

역의 문제를 아파트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달하게 되다보니 문제가 악화되고 있으며, 개발 사업자체가 잠시 중단될

수도 있는 상태에 놓여있다. 또는 개발 사업을 우선시하여 새로 지은 건

물들의 난방 등을 무리하게 수용하면서 까지 기존의 주택들의 난방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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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줄이다 보니, 도시민들은 몇 년 전에 비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제 5 화력발전소 건설

을 추진 중이다. 또한 게르지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 문제를 감소시

키기 위한 사업들을 통해 울란바토르시의 경제발전, 인구 집중을 관리하

고자 기존의 도시화 구역을 재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들이 시행 중에

있다.

제2절 게르지역의 도시문제

게르지역이 도시에 생기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

결하고자 몇십 년 가까이 다양한 정책 과 제도들이 제안되고 시행되었지

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정부의 숙제로 남아있다. 위에서 언급한 게

르지역의 상황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여러 가지 도시 문

제들이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게르지역이 생기는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사회체제의 전환으

로 인한 심각한 경제위기이다. 몽골은 체제 전환 초기에 극심한 인플레

이션을 경험하였는데 1992년에는 최고치인 321%를 기록하였다. 그 후

매년 감소하여 1993년에는 183%, 1994년 66%, 1995년에는 55%, 1996년

에는 45%, 1997년에는 21%, 1998년에는 6%로 하락하다가 2000년 8%를

기록하였다. 사회체제의 전환으로 인해 경제적인 면에서 큰 타격을 받았

지만 아무런 준비도 없었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이 가해졌다.

둘째, 실직자들의 급증이다. 사회체제 전환과 동시에 구소련의 지원

이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더 이상 국영 공장들과 산업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폐쇄되면서 수만 명의 실직자가 양산되었다. 실업률은

체제 전환 초기에 3.1%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3년과 1994년에

는 8.7%를 기록했다.

셋째, 빈곤 문제이다. 체제전환 이전의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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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에 균등한 부를 누리던 국민들이 체제전환 이후부터 경제적 어려

움을 겪게 되었다.

넷째, 자연재해로 인한 삶의 수준 악화이다. 폭설로 가축들이 얼어

죽거나 굶어 죽게 되면서 유목민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1999-2000년 겨울 전국의 70%가 한파를 겪으면서 국가경제의 주산업인

목축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 결과 2369가구가 가축을 잃었고, 10

여만 가구는 가구당 1백 마리도 되지 않는 가축만이 남아 생계가 더 어

려워져 실업이 증가하고 빈곤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

목동들은 일자리를 구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로 몰려왔으

나, 국가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이들은 주택환

경이 열악한 도시 외곽에 모여 살며 사회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게르지역으로 인한 도시 문제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한다.

1. 위생문제

1) 상하수도. 상하수도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지하수를 끌어

올려 사용하고 있으나 수질이 위생적이지 않아서 여러 전염병이 생길 가

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폐기물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쓰

레기를 비롯한 오물들이 도시 하천으로 모여든다. 이것은 단지 게르지역

만의 문제가 아닌 온 도시의 위생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 대기오염 문제. 위에서 언급했듯이 게르지역은 소득수준이 낮아서

난방 또는 취사용 연료로 유연탄이나 폐타이어, 쓰레기 등을 사용한다.

울란바토르시는 사방이 4개의 큰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기 때문에 바람

이 잘 통하지 않아 겨울에는 게르지역에서 발생한 공해가스를 외부로 내

보내지 못한다. 게르 수가 많아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폐

렴, 천식, 폐기종,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이 증가했으며 기형아 출산,

암 발병 또한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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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국립대학교 측정망 및 대기오염 관련 프로젝트의 데이터에 의하

면,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은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대기 유지 유독 물질

부산물,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등의 연평균 배출량이 최고치

를 기록했다.

<그림-19> 게르지역의 이산화황과 이산화질소 연평균 농도 측정 결과

출처: 몽골통계연감, 2004-2013

<그림-19> 은 2001년에서 2013년까지 게르지역의 이산화질소와 이

산화황의 연평균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산화질소와 이산화황의 연평

균 농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몽골의 대기환경기준을

넘어0 2012-2013년 이산화질소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진 것을 알 수 있

다23). 울란바토르시 대기 오염 현황을 배출 허용 기준과 비교해서 검토

해 보면 오존 배출량이 2배, 입자가 큰 미세먼지가 7-18배 많게 나왔다.

2012년에 세계보건기구와 유엔(WHO/UNEP, 2012)이 협력하여 세계

최고의 대기오염 도시를 선정했는데 1위는 중국 북경, 2위는 몽골 울란

바토르시가 차지했다.

대기오염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게르지역의 18만 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난로가 60%로 가장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23) 볼러에르덴 (2015) “몽골 울란바토르 시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연구: ‘게르’지역을 중심으

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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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18만대 차량(40%가 중고차)이 20%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1400여개의 중소형 저압력 보일러가 10%, 4개의 화력발

전소가 6%를 배출하고, 나머지 4%는 기타 쓰레기, 벽돌공장, 비포장도

로 등에서 배출된다.

3) 토양오염문제. 도시 외각 지역에 게르를 지으면서 그 울타리 안에

각각의 화장실을 만든다. 집집마다 화장실이 하나씩 놓여지면서 수십만

개의 화장실이 도시를 둘러싸게 된다. 이것으로 인해 토양과 수질을 오

염이 시키고 있다. 음용 수 대부분을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인들

은 오염된 물을 마실 확률이 높다고 수자원 수질 평가 보고서에 나온다.

2. 기반시설 문제

기반시설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분야이다.

이것은 국가와 민간 기업, 일반 시민들의 활동을 균형 있게 만들어주는

연결 요소가 된다. 한편으로 국가와 공공의 자존심을 보여주는 도구다.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국민의 삶의 질은 좋아지고, 반대로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지지 못할 경우 삶의 질은 낮아진다. 이로 인해 정

부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고 국민과 정부 간 대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도시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고, 사람을 위한 바람직한 도시 공간은 충분

하고 양호한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한 구조이다.

기반시설은 크게 3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산업 기반시설이

며 교통, 통신, 관광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 사회기반시설에는 과학, 문

화, 보건, 사회, 금용, 교육 등이 속한다. 세 번째는 엔지니어링 기반시설

이다. 이에 해당 되는 분야는 전기 및 에너지, 난방, 상하수도 시설 등이

다.

1) 산업기반시설 문제. 산업 기반 시설 문제 중에서 교통 혼잡 문제

가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교통문제는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

는 사항이다. 처음 도로가 만들어질 때 현재의 교통량을 예상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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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지금의 교통 혼잡을 야기했다. 현재 도시 인구가 126만 명이

고 자동차수가 40만대를 넘었다. 즉 4명중에 1명이 차를 소유하고 있다.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이는 가장 큰 문제점이며 주차 문제도 쉽게 해

답을 낼 수 없는 큰 문제이다. 도시 아파트의 게르지역과 접하는 지점에

서 게르지역의 끝까지 대략 15km이고 자동차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

리다. 게르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저소득층에 해당되지만

대부분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처럼 자가용 수요가 높은 것은 대

중교통체계가 도심 주변으로만 갖춰져 있고, 게르지역은 대부분 비포장

도로로 이어진 고지대에 형성되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12년도부터 공공에서 시행한 게르지역의 가로등 설치 사업으로 매

년 가로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환경이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어두운

거리가 많고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게르지역에는 사회기반시설

인 학교, 병원, 직장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도시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다. 게르지역의 가로 공간은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는 비포장도로이며

차 두 대가 지나가기 어려운 도로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얼음판이 되고 차와 사람이 다니기가 불편해진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차에 부딪치는 일이 빈번하다.

2) 엔지니어링 기반시설 문제. 도시외곽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중심지

역의 편리한 생활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 도시가 수용할 수 있

는 인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없

다. 즉 전기 발전소도 현재 4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이미 최대한으로 가

동하고 있어서 매년 유지비가 많이 들어간다. 또한 개발도상국으로서 많

은 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전기사용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전기가 보급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

고 한편 난방,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도 보편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

럼 기반시설이 확충되지 않은 채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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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공급률

38.8%- 중앙난방 시스템

60.5% - 선반에 불을 피워서

4.7% - 전기난로 

상수

공급률

0% - 중앙 시스템

35.5% - 물 분배하는 곳

4.8% - 보호된 우물

0.6% - 비보호 우물, 온천

전기

98.4% - 중앙발전소 화

0.2% -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0.3% - 소규모 발전기

1.1% - 전기 공급 못 받음

하수

38% - 중앙 처리 시스템 

54% - 시추공 배수

8% - 하천/땅/에 부림

0.3% - 독립배수 시설

<표-9> 기반시설 현황

출처: 통계청, 기반시설 현황

<표 9>를 보면 울란바토르시에 살고 있는 인구는 중앙발전소와 신

재생에너지 발전, 소규모 발전기를 통해 100% 가까이 공급받고 있다. 난

방 공급은 온수관으로 중앙발전소로부터 공급받고 있지만 게르지역에 사

는 주민들은 제외 된다. 게르지역에 사는 도시 인구의 60%가 선반에 불

을 피워서 난방을 하고 있다. 나머지 4.7%는 전기난로를 사용하고 있지

만, 몽골은 전기 요금이 비싸서 전기난로보다 태우는 나무와 연탄이 훨

씬 저렴하다. 상하수도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 지역에 사는 사

람들만 누리고 있고, 식수는 정부가 제공하는 식수 차량을 통해 구입하

거나, 우물에서 끌어올린 지하수를 파는 물배급소에서 구입한다. 또한 게

르지역에는 샤워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지역에 이들을 위한 샤워실

이나 개인 가정집에서 샤워를 하고 있어 전염병 발생 가능성도 높은 상

황이다.

3) 교육시설. 도심 인구의 60%가 거주하는 게르지역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시설이 없다. 도시 인근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는데 문제가 없지만 도심 외곽에 형성된 게르지역에 사는 아

이들의 교육문제는 심각하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다닐

때 수 킬로미터를 걸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다. 초·중·고등

학생을 제외하더라도 유치원생들은 더욱 교육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모

든 몽골 유치원은 국영 유치원인데 인구증가와 출산율의 증가로 인한 교

육시설 부족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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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관계로 아이를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남기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몇 년간에 게르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교통사고, 화재, 강간, 개에게 물리는 사고 등이다.

3. 사회, 경제적 문제

1) 빈곤문제.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이다. 이

들은 도시 이주에 필요한 높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주로 도시 외곽지

역에 게르를 짓고 거주한다. 또한 유목업에만 종사하던 이주민들은 도시

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대부분 막노동 등 저숙

련 노동에 종사하게 된다. 구직, 도시생활의 혜택 등을 기대하고 이주했

으나 기대와는 달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이주민들은 음주에 빠지거

나 이혼, 아동학대 등의 가정 문제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 범죄를 저지르

기도 한다. 이처럼 도시 이주민의 빈곤문제는 계급적 문제를 야기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2) 무허가 정착 문제. 허가 받지 않고 도시 외곽에 집을 짓고, 울타

리를 세움으로써 마을이 형성된다. 이러한 무허가 주거지의 범위가 정비

된 도시지역보다 넓어짐에 따라 개발 가능한 도시지역이 줄어들어 도시

계획에 있어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정착은 매년 홍수로 인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홍수발생가능지역에 정착한 2507개 게르 중 1700개

의 게르가 무허가 정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

이 시급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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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르지역 ■ 현재 건설된 지역 ■ 건설 제한 지역 ■ 개발 계획 지역

<그림-20> 게르지역 분산화

출처: “울란바토르시 2030년 개발 동향과 2020년 개발 종합계획”(2013), 「그림 자료집」

정부는 도시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게르지역에 발

전센터를 설립하고 도시개발국 차원의 재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일

환으로 “울란바토르시를 2020년까지 발전시키는 기본계획 개정안”을 만

들어 게르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활성화 대책을 수립, 시행 중이

다.

3) 도시에 대한 인식 문제. 사회 대전환으로 도시로 이주 해온 시골

사람들의 도시에 대한 인식은 도시쇠퇴를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태어나서부터 도시의 문화를 한 번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도

시에 집중적으로 몰려와 낮선 환경에 접근하게 되었다. 도시 이주 인구

의 수가 기존 도시 거주민보다 적었다면 이주민의 도시에 대한 인식변화

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졌겠지만, 이주민의 규모는 도시 거주민의 2배 이

상이었다. 그들이 시골에서 했던 행위를 도시에서도 그대로 행함으로 인

해 도시는 완전히 쇠퇴하게 되었다. 물론 이 시기 도시에 살고 있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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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 역시 1960년대 도시 형성시기에 도시로 이주해 온 주민들이었으나,

이들은 도시 형성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시생활에 대한 인식을 형성할

수 있었다.

1950년부터 1980년 사이 도시로 이주해 온 1세대 이주민들은 그들이

떠나 온 시골을 고향으로 인식하는 등 정서적인 애착을 갖거나 인적 교

류를 유지하고 있었고, 어린 시절 도시로 이주한 2세대 이주민들은 1세

대에 비해 비도시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교류를 갖고 있지 않았다. 도시

에서 나고 자란 3세대부터는 완전히 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도

시생활에 대한 인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세대라고 할 수 있다.

1980년까지는 도시민의 80%는 아파트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이 당

시 도시는 새로 개발된 지역으로서 그 밀도도 높지 않고 차량 통행도 적

었으며 사회주의 정신이 스며든, 질서가 있는 공간이었다.

1990년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체제 변화 시점부터 도시로의 이

주가 급증했고, 같은 시기에 몽골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구직을

위해 이주했으나 구직에 실패한 이주민들이 증가했고 이는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알콜 중독, 범죄가 증가함은 물론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뛰

어드는 여성도 증가했다. 겨울에는 동사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방치

되고 가출한 아이들은 맨홀 안에서 삶을 유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아이

들이 1993년 한 해 500여 명에 달했다. 이러한 사회 문제가 도시에서도

뚜렷하게 보였다.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고 건물 밖과 복도에서 소변과

대변을 보는 일이 많아지고, 녹지로 조성된 잔디를 밟고, 잔디를 막은 울

타리, 쓰레기통, 맨홀 뚜껑 등 철로 만든 모든 것을 홈쳐 고물상에 팔아

서 하루 삶을 겨우 유지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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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게르지역에 대한 정책 대응

제1절 주택정책

게르지역의 재개발을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설 및 주택 정책과 연관

되어 있다. 몽골은 개발도상국으로 건설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 상황이다. 올란바토르시는 1990년 때까지는 게르지역 보다 건설을 통

해 개발된 지역이 더 넓었지만, 그 이후로부터 게르지역이 확산되어 게

르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커졌다. 민주화, 시장경제로의 사회

전환 이후로도 도시개발과 건설 사업이 이뤄지고 있었고, 그 사업들 중

에는 지방에서 도시로 올라 온 인구 유입을 대비로 하는 4만호 주택사업

도 있었으나 건설사업보다 게르지역의 확산이 훨씬 빨랐다. 그러나 지금

은 개발을 하되 기존의 도시를 개선하려고 하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갖

고 있다. 현재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주택 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은 게르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 집을 구입할 재산이 없는 사람, 단기적으

로 임대할 수 있는 임대주택, 또는 인구 분산화 전략으로 신도시 새로운

정착지 등 계획들을 세웠다.

몽골은 국가차원에서 2013년 국회 제23호 결의문으로 승인된 “울란

바토르시를 2020년까지 발전시키는 기본계획 개정 및 2030년까지 발전경

향” 보고서와 몽골국회 2010년 제36호 결의문으로 승인된 “신개발 중기

전략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그리고 울란바토르시 시장이 2013-2016년에

실행할 프로그램 중에 주민들한테 대출을 부여하고 주택을 구입할 수 있

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이 프

로그램은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게르지역 토지를 신개발방식으로 재계획

하여, 게르지역 환경을 향상시키고 주민을 위생적이고 보다 안전한 환경

과, 생활 표준에 적합한 주택에서 거주하게 하는 주목적을 갖고 있다. 기

존의 도시를 계획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던 주택프로그램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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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택, 신도시 토지 구획정리 등 사업들이 보강되고 있다. 현재 상황은

도시주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소득수준을 이미 초과한 비싼 가

격인데 정부가 저렴한 주택을 마련해 줄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상황이

다. 이 때문에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주민의 소득수준

에 적절한 주택공급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기간에 국가 경제가 안정을 찾

아 국민의 생활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최근 4-6년 사이

의 중기계획은 시 주택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은 5가지 큰 사

업으로 이루어나갈 것이다. <그림-21>

<그림-21> 정부주택 프로그램 전략계획

출처: 시청보고(2015) “주민 주택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1. 장기 전략 계획. 정부주택 공사

정부에서 계획하는 전략의 첫 번째 계획은 앞으로 20-30년을 바라보

는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이다. 이 계획은 소득 수준에 맞는 주택을

지음으로써 게르지역을 재개발 하려고 하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게르

지역 재개발이라는 개념이 민주사회로 전환하고 나서 처음으로 2008년에

들려지기 시작했다. 2003년까지 도시주민의 50%이상이 기반시설이 확충

된 주택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게르지역이 지속적으로 확

산되고, 지방에서 이사 온 사람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아파트를 살수 없

는 형편이기에 게르지역 거주자가 2005년 총 가구의 58.6%, 2006년

59.6%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게르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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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총 인구의 49.1%가 6878.0㎥ 면적인 265,600 단층주택에서 살

고 있고, 50,9%에 해당된 사람들이 275,600개의 게르주거에서 살고 있었

다. 이들 중에 20%만 난방, 냉 온수, 상하수시설이 설치된 위생조건을

충족한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1인당 주택면적도 6.7㎥로서 국가 정

해 놓은 일인당 거주면적 표준에서 30-40%나 작았다. 게르와 주택지역

의 삶의 조건의 차이점과 아파트와 공동주택의 가격 상승, 주민들의 구

입능력 저하, 주택 장기대출 시스템이 없고, 국가자금 부족 등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 주택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로 몽골 정부가

2006년 8월 23일에 제200호 결의문으로 “4만 주택 프로젝트 기본계획”이

승인이 했다. 2006년 3월 17일 국회 제32호 결의문으로 “국가주택센터”

가 설립되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주민들 대상으로

그들의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으로 “4만호 주택” 프로젝트를 시

작하면서 그 해 8월 23일 국회에서 “주택금융공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결정이 나와 10월 17일 설립했다. 2007-2009년 사이 “4만호 주택”,

2009-2012년에 “4천호 주택” 프로젝트로 4300여 공무원에게 1.500억 투

그릭의 장기간 주택담보 대출을 줬다. 2013년 7월 6일 국회 제253호 결

의문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이름을 “정부주택공사”로 변경하고, 규칙 등

바꿔 정부의 관할 하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하게 되었다.24)

1) 정부주택 공사. 2006년 03월 17일에 몽골 정부와 건설도시설립부

장관의 명령으로 “주택센터”를 설립하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국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4만호 주택” 프로젝트를 시행 준비를

했다. 2006년 08월 23일에 정부에서 “정부주택공사”를 설립하자는 의견

이 나와서 건설도시설립부 장관, 재정부 장관, 울란바토르 시장의 협동

결단으로 “정부주택공사”가 2006년 10월 17일에 설립됐다.

주택공사가 저소득층 국민들의 주택 공급을 위해서 건설하고, 그들

의 삶의 질과 환경을 개선하고, 건설 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24) tosk.gov.mn 정부주택공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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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된 “40만호 주택” 프로젝트를 2007-2009년에 시행했다. 이 프로젝트

로 인해 울란바토르시에 281가구 주택, 20개의 도에 974가구 추택, 15개

의 도의 48개의 읍에 276가구에 저렴한 주택의 건설을 지원하고 총 1531

주택을 완성해서 사람들에게 장기간의 낮은 이자로 돈을 대출했다. 또

정부에서 2012년에 “10만호 주택” 프로젝트 하에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층의 사람들에게 저렴한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조달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프로젝트가 취소되었다.

그러나 2013년 4월부터 20년간 연 이율 8%에 물가 상승률에 따라

변경 가능한 모기지 대출이 구현되었다. 구매할 주택의 총 가격의 30%

를 선납하고 주택의 크기가 최소 25㎡에서 최대80㎡이었다. 당시 시중금

리가 16%대이었는데 8%의 대출은 신규 주택 구입자 30%, 기존대출을

대체한 사람들이 70%였으며, 파격적인 저금리는 주택구입의 호기로 판

단한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여 주택수요를 부추겼고, 건축회사는 절호

의 기회로 삼아 주택가격을 1㎡ 당 130만 투그릭 하던 것을 최대 250만

투그릭까지 상승시켜 결국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됐다. 현재는 경제 위기

로 인해 주택 평균 가격이 하락하여 1㎡ 당 220만 투그릭(130만원)으로

떨어졌다. 몽골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평균 55㎡이며 총 1억2천만

투그릭이 된다. 게르지역에서 사는 180만호의 주민들은 주택의 수요가

있지만 아파트를 소유하려면 30%를 선납해야 하는데 주민의 70%는 불

가능하다. 선납 30%가 가능한 계층은 사회의 상위층이고, 이미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을 3개의 분류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 현금을

100% 지불할 수 있는 최상층이 있고, 두 번째 일정한 금액을 선납하고

대출로 구매 가능한 사람들이고, 세 번째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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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모기지 대출 현환

출처: Bayar Tsend (2014), 울란바토르시 시행 프로젝트 소개

<그림-22>에서 보면 80%에 해당한 140.000호의 가구들이 저금이

없는 이유로 아파트를 사지 못했다. 매년 17.000호를 민간에서 15,000호,

정부 2,000호 건설하고 있지만 게르지역에 사는 주민은 입주가 불가능하

기 때문에 주택 시장에서 팔리지 못한 1만여 세대의 주택이 미분양 상태

이다.

<그림-23> 주택 1㎡ 당 가격 /2005-2015/

출처: D.Tsogtbaatar (2015), “건설, 도시, 재개발 일부 문제”, 「기반시설분야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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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택가격 동향 <그림 24>을 보면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국민들의 소득수준에 맞지 않는 가격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도시 내에 사는 중상층도 평균 월급으로 구입할 수 없으며 게르지

역의 주민들은 주택을 살 수 있는 경제력이 전혀 없다. 주택의 1㎡당

2004년에 45만 투그릭($377)이었다면 10년이 지난 현재는 1㎡당 2백20만

($1169)가 되었다.25)

2) 4만호 주택.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것은 몽골 정부의 “4

만호 주택”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다. 이 프로젝트는 2006년에 처음 시작

되었고 그 의도는 지방에서 인구유입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는데 건설이

충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국가에서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프로

젝트다. 계획안이 수립되고 시행하는 2008년 그 해에 게르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계획은 4만호 주택을 5년 내에 3개의

큰 개념으로 추진하고, 프로젝트로 지을 주택의 90%를 울란바토르시에

서, 10%를 아이막(도)에서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도마다 200채 이상

주택건물 지을 계획이었다. 3개의 개념은 첫째, 공공 목적으로 10.000호

주택 건설, 둘째, 도시 외곽 개발되지 않는 지역에서 신 개발단지를 조성

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15.000호 주택단지를 조성한다. 셋째, 게

르지역을 상하수도 공급시설에 연결하고 15.000호 주택의 조건을 향상시

키는 방식으로 게르지역을 현대적인 하우스 단지로 발전시키는 계획이었

다. 그러나 이후로 계획의 추진이 늦어졌다. 2007년 1월 3일 제1호 결의

문 “몽골 경제 및 사회를 2007년에 발전시키는 주방향”, 2008년 2월 6일

제41호 결의문 “몽골 경제 및 사회를 2008년에 발전시키는 주방향”의 제

8번 목표로 건설, 도시개발, 토지관리계획을 개선, 주민 주택 공급, 기반

시설 확장하기 위해 “4만호 주택” 프로젝트를 가속시키는 것을 반복해서

발표했다. 결의문 별첨에서 첫째, “4만호 주택” 프로젝트를 게르지역 재

개발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연결 및 1만개 가구 입

25) 건설 도시개발부 조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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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둘째, “4만호 주택” 프로젝트를 시행 준비사항으로 전기, 난방시설

확충설계도를 만들기 위한 업무추진, 셋째, “4만호 주택” 프로젝트를 가

속화시키고 2713가구 주택을 새로 건설 및 준공, 넷째, 13구역, 7구역, 방

송통신국 주변지역 및 강단 사원의 부분계획을 구현,26) 다섯째, 주민 주

택 공급 목표를 구현할 목적으로 저당법 법적환경을 마련하고 “4만호 주

택” 프로젝트 구현을 가속화하는 등 목표를 세웠다. 이 프로젝트는 중상

층을 상대로 하고 금융부가 저당자금을 마련하고, 상업은행에 7% 이자

로 주고, 은행이 주택금융공사가 11%이자로 한 가족단위로 10년 기간으

로 2500백만 투그릭을 대출을 했다. 대출받을 시 담보할 것은 구매한 주

택, 이미 건설업이 완료된 주택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

과는 확실하지 않았다. 4만호를 정부에서 건설하고, 4만 세대가 입주할

계획이었는데도 정부에서 시행한 프로젝트가 아니고 개인의 돈으로 집을

구입한 사람까지 합쳐서 계산하여 4만호를 달성했다고 보고를 하고, 보

고서 자료 등이 없어서 이 사업의 결과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다.

3) 10만호 주택. 이 프로그램의 계획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이다.

“10만호 주택” 프로젝트 하에서 저소득 및 중간 소득층의 사람들에게 저

렴한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조달 모델을 승인했다. 이 프로

젝트는 연 6% 이자율로 주택 대출을 제공했다. 이 대출을 받을 사람은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으며 대출 받을 대상의 매달 총부채 이자가 한가

구의 3개월 순이익의 4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금융기관에 대출 연

체와 부채가 없어야 한다”라는 조건이었다. 이 일은 2012년에 추진되었

으나 2013년에 1000 여 가구에 주택을 공급하고 정부에서 이 사업을 중

단시켰다. 그 이유는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고에 따르면 주택의 1㎡ 가격

을 최대 1백만 투그릭까지 예상했으나 건설 시장에서 건축가격이 올라감

으로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한다.

26) 도시 내부 게르지역을 최초로 재개발 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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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기 전략. 시주택공사

정부 장기전략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두 번째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

는 시주택 공사를 설립을 해서, 주택을 사고 싶지만 모은 돈이 없어서

주택시장에서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대책이다. 정부

주택 공사가 공급하고 있는 주택은 어느 정도 구매능력이 있는 사람 대

상으로 했으며 시 주택공사가 계획하는 것은 울란바토르시에서 거주하는

개르지역의 18만개의 가구에게 주택 공급을 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그

러나 2006년부터 정부주택 공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해 왔는데 저소

득층을 위한 적절한 프로젝트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주택공사의 정

책이 게르지역 재개발을 달성하기에 너무 느리고, 또는 모기지 대출을

기반으로 해서 선납 30%, 이자율 연8%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70%의 주민은 수익이 없거나 저소득층 (대부분 게르지역 주민).

이어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공공주

택을 마련하려면 자본이 필요하지만 나라가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한 공

공주택을 지어줄 자본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한국의 청약주택 프로젝트

와 비슷한 형식으로 시주택공사를 설립하고, 주택의 수요가 있는 저소득

층과 게르지역민을 위한 재개발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조사와 계획을 시작해서 2014년에 시청에서

시주택공사를 설립하고 2015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공공에 알리는 단계에

있다. 사업목적은 저소득 계층을 포함하여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도 선불

30%가 없는, 또는 은행 담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주민을 위한 청약

주택 제도이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140만 가구를 아파트에 입주 시킬

것이며,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게르지역 주민이 100%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계획한대로 진행되면 현재 건설되고

있는 건물보다 매년 2배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정해진 일자리가 있고 매월 수익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고,

돈을 저축할 수 있는 한에서 짧은 기간에 돈을 많이 적금하는 사람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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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이즈
한달월급

/투그릭/

매월 30%저금돈

/투그릭/
아파트에 입주
가능 기간

25㎡

330.000 100.000 5년 후

543.000 160.000 4년 후

700.000 210.000 3년 후

36㎡

600.000 180.000 5년 후

767.000 230.000 4년 후

1.000.000 300.000 3년 후

40㎡

667.000 200.000 5년 후

834.000 250.000 4년 후

1.100.000 330.000 3년 후

53㎡

900.000 270.000 5년 후

1.134.000 340.000 4년 후

1.500.000 450.000 3년 후

60㎡

1.000.000 300.000 5년 후

1.250.000 375.000 4년 후

1.670.000 500.000 3년 후

택에 먼저 입주할 해택이 주어지며 주택 사이즈는 적금하는 돈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주택의 총 금액의 30%가 시에서 운영한 금융업체에 적

금되면 입주할 기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매월 받는 월급의 25-30%

를 주택저금 기금에 모아 3-5년 사이에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또 아

파를 지을 때 무작정으로 짓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인 단지로 조성할 것

이며 유치원, 학교, 기반시설, 도로, 조경 등을 복합적으로 계획하고 국제

표준에 맞는 아울렛, 마켓, 서비스센터들을 콤플렉스로 조성하고 엔지니

어링 기반시설을 부분적으로 제공한다. 현재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아파

트 가격은 토지세, 기반시설 비용, 건설회사의 수익, 은행 이자 등이 붙

어서 건물의 순수한 가격에 여러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계

획한 구역은 전반적으로 시의 권할 토지라서 토지비가 없고, 기반시설은

정부에서 담당하고, 은행 대출 없이 사람들의 저금으로 하는 것이라 기

존의 시장가격보다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표-10> 입주를 위한 저금 비율

출처: 시주택공사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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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과 프로젝트

정부가 장기적인 전략과 중기적인 전략을 주택과 기반시설 확충 중

심으로 이뤄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5가지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게르지역을 중심으로 이

뤄지고 있다.

1)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 게르지역을 재개발하고, 계획부지에 건설

함으로 게르지역 주민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

젝트를 시행하기 전에 시의회에서 2013-2014년 사이에 4번의 수정을 거

친 결의문이 나오고 2013년 2월 25일에 “게르지역개발 시행규칙”이 만들

어지고 그 해 3월에 실무그룹이 구성되자, 다음 날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가 설립되었다.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 개발국”을 설립하고 울란바토르

시의 4618.05ha 부지를 재개발 할 것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사업이

시행되고 2015년 기준으로 보면 21개 구역의 1,337.5ha 부지에서 78.000

호 주택을 준공하고, 기반시설을 다 갖춘 주택에서 주민이 안전하고 쾌

척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14년 4,559호,

2015년 14,643호, 2016년 17,398호, 2017년 18.325호, 2018년 23,042호 주

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림-24>재개발 사업 운영체계

출처: 시청보고(2015) “주민 주택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과정은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이 참석하고, 회

의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주민의 75%의 동의로 한다. 동의가

되면 프로젝트 시행자를 선택하고 승인한다. 현재 이 프로젝트의 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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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시의회에서 총 24개의 지역을 지정하고 77개의 부분지역으로 분할

했고 50개의 부분지역에서 34개의 프로젝트 시행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

정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하는 주민은 75,964명의 16,033개의 필

지의 1544.8ha 토지가 포함되었다.

2) 토지구획정리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주민들 참여로 토지를

새롭게 계획하고 토지이용을 개선하며 지가를 상승시키고, 사회 및 생활

기반시설을 갖춘 하우스/단층주택/ 단지로 개발하고, 주민들의 생활 조건

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게르지역 부지의 89.5%인 4,157.6ha 땅이 게

르와 울타리를 친 단층주택이며 5.5%인 256.3ha 땅을 사회기반시설인 서

비스 목적 건물들이 차지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

반 도시지역과 비교해보면 1/4에 불과하다. 게르지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주하고 있는 게르와 그 땅을 소유지로 받은 것이다. 정부에

서 2013년에 세 개의 구(성긴하이르항구, 바양걸구, 칭길테이구)에 걸친

133.65ha 게르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해당된 토지 63.2%인

84.48ha가 소유주가 있는 빈 땅이라고 밝혀졌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2,214명에게 받은 설문 결과를 보면 72%가 자신의 소유하는 땅을

재계획하고 기반시설이 연결된 하우스를 짓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림-25> 토지구획 정리. 사업 전, 사업 후

출처: 시청보고(2015) “주민 주택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주민 참여로 소유하는 땅을 다시 정리계

획하고 공공시설, 도시기반시설 등을 정비하여 지주들이 현물출자로 사

업 진행을 하고 있다. 36,338 주민으로부터 구획정리 사업에 참여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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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조사를 했다. 총 922번의 회의에 66,410명이 참여했고, 세미나를 열

어 16,960명이 참여하는 848개의 시민단체를 설립하여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3) 임대주택. 몽골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개념은 도시로 인구 집중되

는 시기부터 나타났다. 주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을 임대하는 일

도 증가했다. 2013년 통계로 울란바토르시에서 4만 명이 임대 주택에 거

주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임대비는 1룸에 평균 30만

-50만(원화 25만원), 2룸에 50만-75만(37만원)을 정도이다. 주민들의 구

매력에 따라 임대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며 임대비도 비싸다.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2016년까지 매년 1.000호, 2017년-2020년 사이에 매년 2.000호를 정부에

서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이 사업의 시작으로 2013년에 실행된 “노인주

택” 프로그램이 있으며, 이후 3.000명이 임대주택에 입주할 신청을 했다.

그해 수흐바타르구 11동에서 시정부 예산으로 300호 공공임대주택을 준

공하여 노인과 장애인들을 입주 시켰다. 임대 주택은 도시의 개발에 있

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임으로 시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사업들을 검토 중에 있다.

4) 신정착지 및 신도시. 시의 주택 공사가 우선적으로 469.9ha 6개

의 구역에서 33.600호 아파트를 건설하여 새로운 정착지를 계획하고 있

으며 2018년에 80만호 아파트, 학교, 유치원, 공공시설, 조경시설로 이루

어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을 종합적으로 만들 계획이다. <그림-27>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부 주택 프로그램보다 유연한 조건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시청에서 제시한 시주택공

사 설립이다.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안정적인

직장인이 3년에서 5년 동안 장기적인 저축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을 시주

택공사에서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시주택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에 살

면서 일정한 기간 남은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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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한국의 청약주택 방식과 운영체계가 비슷하게 이뤄지며, 한국의 경

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림-26>울란바토르시 신정착지 및 신도시계획

출처: Bayar Tsend (2014), 울란바토르시 시행 프로젝트 소개

울란바토르시의 거의 모든 지역이 민간 소유지이기 때문에 도시 개

발과 게르지역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지가 상승은 주택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아파트를 구입하는 주민에게도 큰 부담은 있었지만 시

주택공사는 시가 소유하는 지역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주택건설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

면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현실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소

득수준 범위 내에서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5) 노후주택 주거환경을 개선 및 신축. 울란바토르시는 1954년에

수립한 기본계획으로 시작하여 그 이후로 개정된 계획에 따라 현재 도심

지역이 1960-80년대에 건설되었다. 그러나 1990년 사회 전환으로 건설이

중단되었다가 2000년대부터 도시 경관에 맞지 않는 건물들이 도시 곳곳

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도시가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1960-70년대 건축된 건물들은 노후화되어 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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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여 도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2014년에 시의회에서

“사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공건물 재개발 개획”를 승인함으로써 시작

되었다. 첫 번째 단계로 21개동, 두 번째 단계로 39동을 재개발하기로 선

정했다. 2015년 1월 7일에 사업을 시행할 3개의 업체에 증서를 전달했다.

2015년 3422채, 2016년에 4600채, 2017년에 6100채, 2018년에 8600채의

주택을 재건축한다는 계획이다.27)

제2절 도시기본계획에서 게르지역 계획

1954년부터 4번의 기본계획에서는 게르지역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

다. 2002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서 게르지역을 작은 주택단지로 발

전시키고 도시 주민의 20%를 게르주거지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했

다. 그러나 2000년에 46.7%, 2005년에 58.6%, 2006년에 59.6%, 2007년에

60.6%, 2008년애 61.4%로 그 비중이 기본계획에서 예측한 한계를 넘었

다. 2012년 기본계획에 따르면 울란바토르시에서 167,196 가구가 생활 기

본 표준에 충족하지 않은 환경, 게르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30,000 가구가

사람이 사는데 위험한 곳에서 살고 있다. 고압송전선 아래 홍수발생 지

역, 소방차 또는 구급차가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28)

2012년에 승인된 기본계획에서 게르지역을 위치적으로 3개 지역으로

나누고 외곽의 중앙시스템에 연결 불가능한 지역을 저층, 중층 주택단지

를 건설하고, 중앙 기반시설과 위치적으로 가까운 게르지역을 고층 건물

로 건설하고 단계별로, 개별적인 기반시설과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토지

를 구획할 것으로 계획했다. 그리고 게르지역을 재개발하고 주택단지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의 첫 단계로 “신개발” 중기 목표를 실행하고 도시 인

27) 시청 언론정보 홍보과 보고서

28) “울란바토르시를 2020년까지 발전시키는 기본계획 개정 및 2030년까지 발전경향” 1권,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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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지 종류 면적/ha/ 비율/%)

1 도시 내부 게르지역 2317,83 22.39

2 도시 인근 게르지역 2794,87 27.00

3 도시 와곽 게르지역 4583,33 44.33

4 게르지역 공공지역 647,47 6.28

총 합계 10348,5 100.0

근지역에 있는 게르지역을 개별난방, 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등의 시설

들이 구축되는 사업들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른 한 방향은 주택의 다양

한 프로젝트, 예를 들면 복지 또는 임대주택을 게르지역 개발일과 종합

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외곽 게르지역의 확산을 제한하고, 위험하고,

거주지로 적절하지 않은 곳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을 이주대책을 마련하

고, 장기적으로 정착하는 지역에서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개별 기반시설

을 보급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함으로 2개의 큰 중심지, 24개의 작은 중

심지를 지정하고 관할 동사무소, 정부민원센터 등을 계획했다.29)

<표-11> 도시기본계획에 따르는 게르지역 개발종류와 면적30)

출처: “울란바토르시를 2020년까지 발전시키는 기본계획 개정 및 2030년까지 발전경향”

2권, 게르지역 개벌 계획, p111

게르지역에 대한 개발 방식은 게르지역을 위치별로 3개의 분류로 나

누어 따로 계획을 했다. 첫 번째 도심지 게르지역을 고층, 중층 주거 단

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두 번째로는 도시 인근에 있는 게르지역으로서

주거지를 중층, 저층 주거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며, 세 번째로 도시 외곽

게르지역을 단독주택주거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실행 중에 있다.31)

29) “울란바토르시를 2020년까지 발전시키는 기본계획 개정 및 2030년까지 발전경향” 2권, 게르

지역 개벌 계획, p111

30) “울란바토르시를 2020년까지 발전시키는 기본계획 개정 및 2030년까지 발전경향” 2권, 게르

지역 개벌 계획, p112

31)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 개발국 “게르지역 재개발 진행사항”,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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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모습 재개발 후

도심 게르지역 고층, 중층 주거단지

2

도시인근 게르지역 중층, 저층 주거단지

3

도시 외곽 게르지역 저층 하우스 단지

<표-12> 게르지역 단계 개발

출처: google.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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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법제도

1. 도시개발 법

몽골에서 법적으로 “도시”라는 개념은 1993년 12월 20일에 제정(그

이후로 1995년, 2003년 개정됨)된 “도시, 마을의 행정관리에 관한 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도시는 15.000명 이상 살고 있고, 그들의 반 이상

이 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어야 되며 도시의 구성요소인 기반

시설이 개발돼 있는, 자치적인 행정을 갖고 있는 집중된 지역을 말한다.

그리고 다음 조항에서 도시는 인구수(5만 이상), 기반시설 개발 수준, 국

가와 해당 정부,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의 역할에 따라 국가 등급 도시와

지방 도시로 분류한다(1조3항1,2)고 나와 있다.32)

도시개발법은 2008년 5월 26일에 제정되고 현재까지 4번의 개정했

다. 본법은 7장 28조의 본문으로 제정 및 구성되어 있다. 법의 목적은 도

시개발 정책 하에서 인구 지역화와 자립적인 지역발전에 적절한 체계를

조성하고 도시계획대로 시군을 개발하는데 정부와 기업 또는 주민 사이

에 이루지는 관계를 관리하는데 있다. 도시개발의 기본 원칙은 국가를

발전시키는 국가발전 전략을 마련하고, 주민의 안전, 생태환경,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균형을 이루고, 도시개발에 참여하는 법인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데 있다. 제3장 11조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해

야 할 몇 개의 개발계획을 정했다. 계획들을 나열해보면 인구 지역화 및

정착지 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 사업, 경제자유구역, 관광, 기반시설 개

발 사업 및 기본계획, 시군개발 기본계획, 부분계획, 시군 개발시행 계획,

건물설계, 도시계획 기초조사, 도시지역 재개발 사업 등의 9개의 큰 사업

32) “도시, 마을에 행정관리에 관한 법” 본 법은 7장 35조로 구성되어 있다. 법의 목적은 몽골 정

부, 지역의 단위로 도시, 군의 사회, 경제적인 기초 및 관리 운영 원리, 구조, 권한을 정하고, 

도시와 마을 권리자가 정부와 지역 단위 권력자 또는 기업, 기관과 주민들과 관계를 조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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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의 주 내용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수립

조건, 시군 용도지역제, 재원조달 등 그리고 도시개발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이 있다.33)

2. 도시 및 정착지 재개발법

“도시 및 정착지 재개발법”은 2015년 6월 25일에 제정되었고 7장 27

조로 구성되었다. 본 법의 목적은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사

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 정착지를 재개발하고 이 일에 있어서 도

시와 정착지의 건설된 구역 공공시설을 재개발, 사용조건이 지난 건물을

허물고, 재건설, 게르지역 부지를 구획정리 및 재계획하고 건설하는 과정

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관리하는데 있다. 이법은 헌법, 민법, 도시 마을

관리법, 도시개발법, 건설법, 주택법, 토지법을 근거로 만들어졌다. 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1장은 총칙, 2장은 도시, 정착지를 재개

발하는 정부와 지방단체들의 권리, 3장. 도시, 정착지를 재개발 작업, 그

의 집행, 4장. 사업 시행자들의 권리와 책임, 5장. 선정된 지역의 부동산

소유권 권리 이전, 6장. 관리제도, 7장. 책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1장 4조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게르지역이란 도시, 정착지에서 생활 및 사회기반서설이 충분히 제공되

지 않는 게르주거지와 단층주택으로 이루어진 정착지를 말한다고 나와

있다. 도시개발법이 계획수립에 관한 법인데 비해 이법은 실제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법으로서 5가지 사업의 종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이미 건설된 지역을 재건설, 두

번째로 사용 조건에 맞지 않는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세 번째로

게르지역을 토지구획정리, 네 번째 게르지역 토지를 재개발하고 건설개

발, 다섯 번째 공공시설을 재개발. 현재 울란바토르시에서는 도시문제 해

결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을 개인, 법인,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입하고 법인이 시행한다. (본법 3장 13조 1

33) 국가법률정보 종합시스템 /legalinfo.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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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2항) 3장 14조는 사업시행 과정을 다루고 있다. 개인과 법인이 도시

정착지 개발하기 위한 의견을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하고 이것을 조사한 후 의견을 승인 한 경우 사업할 지역에 부분계획을

만들고 승인한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자 입찰 공고를 하고 본법에

서 정한대로 입찰을 운영하고 선정한다. 사업시행 절차에 사업 준비 단

계, 사업할 부지 선택, 사업 시행 대지에서 조사, 정보수집, 분석, 사업의

초기 안을 만들고, 사업계획 대지에서의 소유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사

업안을 소개하고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단계는 지역

사회 대표자 설립 이후 계획과 결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소유지,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 이전, 단위면적을 재구성 계획, 보상, 토지합병, 사업

조달, 사업 운영과 토지, 부동산 소유자를 이전, 임시수용시설 등을 전체

적으로 반영된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다음 단계는 도지사, 시장, 군수 또

는 구청장이 개발 대지의 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와 삼자계약을 한다.

그 다음 단계가 시행단계이다. 관리위원회를 설립하고, 보상절차, 토지

등의 소유자를 이주시키고 사업대지를 철거, 토지소유자와 합의를 이루

지 못한 경우 헌법과 관련 법률에 맞게 보상제도로 토지 철거 요구를 법

원에 소송한다, 또는 설계도 계획을 수립, 승인, 계획대로 종합적으로 사

업이 진행 과정이 이루어진다. 마지막 단계는 사업이 종료되는 단계에

승인된 도면설계대로 건설을 준공하고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재신청하고

사업 결과보고서, 재무기록과 회계보고서를 준비하고, 계약의 성과를 평

가하고 관리위원회에서 심의로 평가 및 검토를 받고 사업을 종료한다.

이러한 단계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나 도시계획 조건에서 벗어나 자

발적으로 건설된 지역을 재건설, 공공장소를 재개발하는 사업에서 따라

야할 내용과 사용조건이 충족하지 않는 노후 된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

는 등 재개발 사업에서 추가적인 규정을 15조, 16조에서 다루었다.

이 중에서 게르지역 재개발에 대한 조항은 3장 17조, 18조에서 다루

고 있다. 17조 1항 게르지역을 토지구획정리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

면 게르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과 토지이용 활성화, 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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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인상을 위해 생활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 확충, 공공건물을 건설

하기 위해 개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구획정리함. 2항에서 개인

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주해서 마련한다.34)

3. 게르지역 재개발 시행 규정

이 시행규정은 시의회 2013년 제3/13호 결의문에 따라 승인 받았다.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이 이 규정에 의해서 이뤄지고 있으며 2015년 6월

25일에 “도시 및 정착지 재개발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재

개발 사업이 이 규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013년 제정된 본

규정대로 사업이 진행하면서 규정에서 수정해야 할 내용들을 도태로

2014년 2월 20일에 시의회에서 다시 규정을 개정하고 세분화 시켰다.

제1장에서 법의 목표는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시행자를 선정, 사업

진행과정 관리와 개인 법인, 정부기관의 관계, 권리와 의무 등을 지정하

고, 관리 한다.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에 도시개발법 4장 1항에서 정한 도

시개발과 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고 주민과 공공의 참여를 확보하

고, 공공의 권리를 선호한다. 본 법에서 “게르지역 재개발”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게르지역을 재개발하고

건설하는 일로 정했다.

제 2장은 사업 운영위원회를 시의회 심의로 설립하도록 하고 위원회

의 규칙을 제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추진 사업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논의한 대안을 검토하고 작성, 재개발 대지에 국가 예

산으로 구축될 생활기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또는 안전시설 등을 결정,

사업 시행하는 업체의 일을 검토, 재개발 일에서 요구하는 양자계약, 삼

자계약 안을 준비, 입찰 공고, 사업의 진행사항을 공고에 보고 등의 일을

담당한다. 사업운영위원회가 사무서를 설치하며 이 사무서는 “게르지역

개발국”이 된다.

34) 몽골 국가법률정보 종합시스템 /legalinfo.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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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은 사업 시행자를 공모하는 과정 내용이다. 시장이 사업 시행

자를 공모하는 실무팀을 설립하고, 사업으로 시행조건을 시장이 승인으

로 한다. 사업 시행 공고한 날 이후 22일 동안 대중에 정보를 알리고 사

업자들을 등록한다. 그리고 이 장에서 사업 공고내용과, 사업자 조건, 사

업자들의 선전과 절차, 소유권과 양자계약, 게르지역 개발국과 삼자계약

등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4장 재개발 진행과정으로 시장이 지정한 사업이 시행될 대지 위

치, 크기를 시의회에서 결정한다. 사업대지 조건, 주민과 민간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재개발 일을 시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

고 있다. 사업 시행자로 선정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사업 권한을 전달

불가능, 토지 보상 또는 철거, 사업을 기간 위반, 사업주 허가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권리와 의무로 도시기본

계획국은 게르지역 재개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철저히 적용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부분계획을 만들고 개정한다. 이미 부분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재개발 할 의견이 나오면 부분계획을 개정 등을 한다. 게르지역 개발국

은 6개월에 한번 사업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쓰고 양자계약과 삼자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책임진다. 시 소유권권리국은 재개발 대지에 있는 부동산,

재산, 토지소유자에 대한 조사를 사업운영위원회 사무서에 만들어 준다.

해당 국은 재개발 대지에서 부동산과 토지소유권 등록 위반사항을 감시

및 해결한다. 사장 사무국은 부분계획 설계도가 승인 기반시설 공사 업

체와 설계 또는 기술 등을 협의 하고 기술조건서를 만든다.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완공된 기반시설 등을 공사감리하고 사용업체에게 전달하는 일

을 시행한다.35)

35) 게르지역 재개발 시행 규정, 20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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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게르지역 재개발

도시화 인한 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정부는 이주 오는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대책을 마련했으나 2006년부터 주택 사업 중심

으로 모든 도시개발 일이 이뤄졌다. 주택 사업으로 아파트가 많이 지어

졌지만 게르지역이 짧은 시간 내에 확산되면서 2012년부터 대기오염 문

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공기오염 문제는 훨씬 전에

2001년부터 문제가 되었다. 게르지역에서 배출되는 연기 문제는 추운 계

절에만 이슈 되다가 날씨가 따뜻해지면 문제 심각성이 없어지고, 이러한

현상이 몇 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 그것

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2008년 때 제정된 “도시개발법”에서 게르지역

개선 및 개발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2012년에 세계보건기관과 유엔(UNEP/WHO, 2012)이 합동하

여 세계의 대기오염 최고 도시를 선정했는데 1위는 중국의 북경, 2위로

몽골의 울란바토르시가 선정되었다. 이 발표가 정부기관이 게르지역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12년은 국회의

원 선거 기간이 겹쳐 선거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이슈 중 하나가 게르

지역이 개선과 재개발 등이었다. 울란바토르시에서도 큰 관심사가 되어

2016년 현재 울란바토르시 바드울시장이 임기 4년(2013-2016년)의 실행

계획에서 게르지역 재개발 및 공기오염 감소, 기반시설 보급, 게르지역을

보금자리 주택하우스로 발전 등 게르지역과 관련한 계획을 주 목적으로

두었다.36) 그 이후로 2013년 게르지역 개발국을 설립하여 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그 해에 게르지역 재개발 규제가 나오면서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 시행 절차 및 과정 등을 규제했다.

게르지역 개발국. 현재 몽골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게르지역 개발국이다. 게르지역의 개발국 2012년 12월 22일 국회 제190

36) 몽골시청 정보 및 보고, 20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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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결의문으로 울란바토르시장 임기 4년 사행계획대로 “게르지역 개발

국”을 설립되었다. 주 목적은 도시에 사회 경제적, 생태, 문화, 교육 등의

안전적인 발전에 충족하는 국제표준에 적합한 주거지역을 개발할 목적으

로 갖고 있다. 또는 울란바토르시에 있는 게르지역을 재계획하며 개발하

는 일을 실행하고, 실행과정을 감독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주민

과 민간업체들에게 정보제공, 관련 기관을 전문 기술로 공급, 그 외에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국의 주 사업은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을 네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토지 구획

정리사업, 둘째 건설 계획사업, 셋째 쇠퇴된 건축물 철거 및 재건축 사

업, 넷째 신도시 건설 사업이다. 그리고 이 모든 사업에 게르지역 주민들

을 참여시켜 재개발을 하는 것이 사업의 주목표이다.

주민참여.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일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을 진행 중이며 그들의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

으로 인한 사업 진행도가 늦어지고 있다. ‘게르지역 재개발 시행 규정’ 3

조 13항37)에서 주민의 참여에 관하여 선정된 사업 시행 업체들이 프로젝

트에 대한 소개를 계획한 부지에 사는 주민들에서 7일 내로 알리고 주민

의 참여를 확보시키는 일을 게르지역 주택공급 프로젝트와 함께 시행하

고 있다. 사업부지 면적이 크면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사업주를 뽑는

투표 날짜를 정해 초대장을 돌린다. 정해진 날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

하고, 사업주를 투표를 한다. 2015년 투표 그래픽 통계를 보면 67%가 진

행에 문제가 없었으며 33%에 해당된 투표가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다.38)

투표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출석률이 미달되었거나 또는 소수의 사람

들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 사업을 반대하는 등 방해를 해서 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사업 업체 입찰 공고.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37) “게르지역 재개발 시행규정” 3조 13항. 실무그룹에서 선정한 사업 업체가 사업의 최초의 설

명을 토지,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주일 내에 알리는 일을 운영한다. 

38) 게르지역 재개발국 운영보고서, 2015년, p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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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하고 있으며 공공의 건설 사업은 정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고,

실제 건설 량은 민간이 우월적으로 하고 있다. 재개발국에서 사업부지가

정해지고 부분계획안이 만들어지면 건설 업체들 대상으로 입찰을 하게

된다. 입찰 서류에는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문, 사업부지 위치

와 (큰 부지인 경우, 부지를 몇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로 공고한다) 면

적 또는 해당구역의 부분계획, 사업추진계획안(업체들의 수행해야 할 의

무 과제) 포함되어 있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석

하고, 공모에서 지정한 사업부지의 자료를 받기 위해 25만 투그릭을 내

고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한다. 그리고 사업추진계획안과 모든 자료를 받

고, 사업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민간이 사업시행 제안서를 밀봉으로 해

서 15일 내로 게르지역 재개발국에 제출한다. 서류 마감 날에 울란바토

르 시장의 결의문으로 선임된 실무팀과 입찰 참가 업체들의 대표자들을

참석시켜 게르지역 재개발국 회의실에서 열리게 된다. 입찰 업체들의 사

업 시행하는 조건을 10가지로 정했는데 이에 사업등록증, 특허, 업체 기

본소개, 최근 3년 동안에 건설한 건물 및 시설의 건설, 프로젝트, 투자금

의 내용과 결과의 데이터, 최근 3년 재무 보고서, 건설공사감리보고서,

사업 추진 재정재원 근거자료, 사업 구현 기술 및 기술 능력(자신의 장

비, 기계, 인적 자원 및 관리팀 소개), 사업 대지를 철거 계획(일주일씩),

사업진행 계획(매달씩), 사업이 진행하는 동안의 사업 대지 거주민의 임

시주택 마련 계획, 협력계약(2개 이상 업체가 협력하여 사업을 사행하는

경우 필수) 등의 서류들이 사업자 조건이 된다. 그러나 추가적인 조건은

사업을 시행자는 반드시 몽골 법인이어야 한다. 게르지역 재개발국의 보

고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업체를 입찰공

모가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24개의 구역에서 총 8번 있었는데 73개의

업체가 124개의 사업시행 자료를 구입하고, 57개의 업체가 79개의 제안

서를 제출했다. 입찰 결과는 실무팀에서 총 28개의 업체를 선정했다.39)

39)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 /2013-2016년/, 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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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 수 양자계약 삼자계약

1 77 60 삼자계약 진행중

2 92 74 17

3 109 92 54

4 197 164 삼자계약 진행중

5 121 91 10

6 149 113 삼자계약 진행중

7 251 70 사업진행 중당

8

A 273 114 중당

B 342 261 삼자계약 진행중

C 347 195 중당

D 389 224 중당

양자계약. 주민 투표로 선택된 사업주가 울란바토르시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 업체가 사업부지로 선택한 대지, 부동산 소유

자들의 75%이상의 찬성을 받고 양자계약을 맺게 된다. 사업주가 공청회

를 열어 사업설명서를 소개하고 토지와 부동산 소유자 투표를 하고 대부

분의 찬성을 받을 경우에 ‘게르지역 재개발 시행 규정’ 3조 15항40), 3조

16항41)에서 각각 정한대로 사업 업체들에게 선택한 대지의 토지, 부동산

소유자들과 양자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단위면적 크기에 따라 30-60

일이 주어진다. 게르지역 재개발국은 양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업체들과, 토지와 부동산 소유자와 양자계약을 맺을 때 필요한 안

내와 교육을 하고 있다. 2015년에 나온 ‘게르지역 재개발 운영보고서’를

따르면 총 5274개의 양자계약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표-13> 게르지역 재개발 2차 8구역 양자 및 삼자계약

출처: 게르지역 재개발국 운영보고서, 2015년, p 31-35

40) “게르지역 재개발 시행규정” 3조 15항. 사업설명서 결과로 가장 높은 점수 받은 업체는 토지

와 부동산 소유자들의 75%이상 찬성을 받아 양자계약을 한다. 

41) “게르지역 재개발 시행규정” 3조 16항. 사업 운영위원회의 실무그룹이 사업설명서 결과로 가

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에게 토지 및 부동산 소유자와 양자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

고, 301까지 단위면적인 경우 30일, 301개 이상 단위면적 구역의 경우 60일까지 가간을 준다. 



- 73 -

1 2 3 4 5 6 7

단위면적 582 626 246 398 277 236 149

양자계약 482 461 221 206 232 215 112

삼자계약 215 54 210 111 232 39 12

8 9 10 11 12 13 14

단위면적 72 51 113 110 437 109 241

양자계약 52 41 82 96 361 91 166

삼자계약 38 37 82 96 184 31 28

15 16 17 18 19 20 21

단위면적 96 177 90 336 422 177 149

양자계약 17 145 71 257 326 129 53

삼자계약 17 112 32 145 82 59 4

삼자계약. 양자계약 권한을 받은 업체들이 토지 소유주와 계약을 하

고 75% 이상의 승인을 얻어 사업위원회 교칙을 근거로 해서 시장의 결

의문으로 사업시행 업체로 임명을 받고, ‘게르지역 재개발 시행규정’대로

울란바토르시장을 대신해서 게르지역 재개발국이 사업시행 업체와 토지,

부동산 소유주와 삼자계약을 맺는다. 양자계약이 잘 이뤄지고 있으나 삼

자계약에서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유는 사업 시행 대지에 거주하는

토지, 부동산 소유주들이 활동이 약하고, 법제도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

문이며, 삼자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보장이 없기 때문

에 사업 시행 업체들의 삼자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성사시키려는 노력

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다. 또한 게르지역 개발국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삼자계양이 체결이 되게 하는 법적인 권리가 없다.42)

2015년에 나온 ‘게르지역 재개발 운영보고서’를 따르면 21개의 구역

의 5274개 양자계약에서 36%에 해당된 1881개만 삼자계약을 맺었고, 현

재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 지역들도 많다.

<표-14> 게르지역 재개발의 양자, 삼자계약이 이뤄지는 현황

출처: 게르지역 재개발국 운영보고서, 2015년, p 37-39

42) 게르지역 재개발국 운영보고서, 2015년, 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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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록과 사업시행 계약 등록신청. ‘게르지역 재개발 시행규정’

의 5조 11항43)에서 정한대로 국가등록청은 시장, 토지, 부동산 소유주와

사업 업체의 체결한 삼자계약을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 일은 구

청의 재산권 등록 부서가 맡아서 하고 있다. 삼자계약이 이뤄진 1881개

의 계약에서 1095개의 계약이 국가등록청에 등록되었고, 재개발 규정대

로 사업 업체가 구매한 토지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제외한 모든 소유

권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등록하는 일이 늦어지는 이유는

구청의 재산권 등록부서가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과 진행과정에 대한 정

보가 부족하고, 부서마다 계약등록 및 예비신청 등을 각각 다른 방식대

로 하고 있으며, 신청을 위한 여러 가지 추가 증명서들을 요구하는 것이

국가등록청에 계약 등록 및 예비신청 하는 일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단계는 사업 시행 계약을 등록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시키는

절차이다. 토지 및 부동산 재산권 소유주들의 75% 이상의 찬성을 받고,

사업위원회를 통해 시공 관리, 철거 일정계획표, 예산 등을 포함한 사업

계획의 동의를 얻어, 사장의 결의문으로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사업주들

의 체결한 양자계약과 삼자계약을 등록 응용 프로그램에 등록시킨다. 이

는 담당공무원들이 계약상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사업 관련 보고

서 등을 만들 때 정보 수집으로 이용되고 있다. 2015년 보고서를 따르면

등록 응용 프로그램에 2015년 2월 이후로 21개의 사업 업체들의 1865개

의 양자계약과 삼자계약이 등록 되어 있다.44)

계약 합의. 사업 시행 업체는 사업 부지를 선택하고, 그 부지에 사

는 토지, 부동산 소유주와 합의를 거쳐서 계약을 하는데, 대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부지를 사업 대지로 주는 대신에 새로 건설 될 아파트에서 집

을 무상으로 받기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 일에는 시와 정부에서 관

43) “게르지역 재개발 시행규정” 4조 11항. 울란바토르시 국가등록청은 울란바토르시 시장과 토

지 및 부동산 재산권 소유주와 재개발 사업 업체의 삼자계약을 등록한다

44) 게르지역 재개발국 운영보고서, 2015년,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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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지 않는다. 합의가 이루지어고 양자계약이 체결한 다음에 삼자계약

에서 정부를 대신한 시장의 권한 아래서 ‘게르지역 개발국’이 삼자계약을

맺게 된다. 계약 현황을 보면 94.9%가 토지를 아파트로 바뀌는 방식으로

하고, 1,29%가 사업업체한테 토지를 매매하고, 나머지 3.81%는 다른 방

법으로 계약을 맺었다.45)

<그림-27> 민간업체와 토지 소유자의 협약 현황

출처: 게르지역 재개발국 운영보고서, 2015년

철거 및 임시주택. 건설 및 개발, 사회기반시설과 생활기반시설 도

로공사 등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38개의 업체는 총 1360 단

위면적의 86.5ha 대지를 철거하고 7374개의 가구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

다. 이 가운데 1656가구의 아파트를 완공시켰고, 5718가구의 아파트가 시

공 중에 있다.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는 대지의 평균 대지면적이 401.3㎡

이다. 토지 소유주와 사업시행자가 서로 협의해서 대지를 철거하면서, 아

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는 날까지 거주하는 임대주택의 가격은 평균 매

월 50만 투그릭의 보상금을 주고 있으며 아파트의 평균 가격을 1㎡당

1.722.494 투그릭으로 예산하고 55.08㎡ 면적으로 교환하는 협약으로 사

업대지를 내어주고 있다.

45) 게르지역 재개발국 운영보고서, 2015년,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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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업체 수 철거한 면적 철거한 필지 수

2013 11 10.238 163

2014 27 62.749 982

2015 17 13.33 213

2016 17 1.74 58

<표-15> 2013-2016년 철거한 토지

출처: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 재개발/2013-2016년/, p53-57

개르지역 재개발 사업 현황. 게르지역 재개발 일은 2013년 국회 제

23호 결의문으로 승인된 “울란바토르시를 2020년까지 발전시키는 기본계

획 개정 및 2030년까지 발전경향”, 또는 울란바토르시 시장의

“2013-2016년에 실행할 프로그램” 내용에 포함된 게르지역 재개발을 시

의회 2013년 3/31호 결의문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울란바토르시 생태균

형, 도시개발의 올바른 구조, 도시 주민들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목적으로 게르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립해서,

재개발을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다.

1차 재개발 구역. 1차 계획으로는 12개의 구역을 선정해서 부분계획

을 만들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2차 재개발 할 구역을 8개의 지역으로 선

정했다. 게르지역 1차 계획은 2013년 1월에 시의회 결의문으로 시작했으

나 1차 계획으로 12개의 구역을 선정했다. 이 구역의 7구역은 도시기본

계획으로 선정한 것이고, 5개의 구역은 주민들이 주도하는 구역이다. 구

역의 크기가 각각 달라서 구역을 크기에 따라서 A-F구역까지 나누어 업

체들을 선정했다. 예를 들면 제일 큰 부지인 Bayanzurkh구 13,14동 지역은

235ha 면적을 갖고 있으면 이 부지를 6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6개의 업체를 사

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1차 재개발할 12 구역에서 28개의 사업 시행 업체

가 선정되었다. <그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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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위치 크기/ha/ 단위면적
인구

수

1 Songino khairkhan구 5동, 6동 벽지공장 지역 130 1496 8870

2 Songino khairkhan구 10동 가죽공장 인근지역 11.5 120 450

3 Chingeltei구 7동 국가 TV 방송 지역 11.4 151 1040

4 Chingeltei구 13동, 15동 제72호 학교 인근지역 15 96 365

5 Sukhbaatar구 15동 Dambadarjaa 지역 13 189 756

6 Bayanzurkh구 12동 Amgalan 지역 15.2 117 619

7 Bayanzurkh구 8동, 16동 군사대학교 93.8 691 2902

8 Sukhbaatar구 9,10,11,12동 지역 210 1350 8900

9 Bayanzurkh구 13,14동 지역 235 1459 5500

10 Chingeltei구 7,8,9,10,11동 지역 145 3316 15647

11 Chingeltei구 7,8동, Bayangol구 11동 35 430 2000

12 Bayangol구 16동 “Gandan 수도원”지역 55.3 1686 2000

합계 970.2 11.101 49.049

<표-16> 1차 재개발 구역

출처: 도시기본계획청, 재개발 운영체계 및 시행/Songino khairkhan구/

2차 개발 구역. 2013년 9월에 2차 재개발 구역을 지정했는데 8개의

구역을 선정하고 사업을 실행했다. 추가로 1구역이 제개발지역으로 지정

받아, 2014년 재개발 진행보고서를 따르면 21개의 개별지역의 1325.8㏊

면적에서 부분계획을 만들어서 추진 중에 있으면 이 사업에 13,488세대

의 64,250명이 포함되어 있다.46) 그리고 2차의 8개 구역에서 12개의 사업

시행 업체가 선정되었는데, 이 구역 중에서 가장 큰 부지를 차지하고 있

는 Bayangol구의 10, 11동, “Bichil 7” 주택단지 인근지역을 3개의 구역

으로 나누어 3개의 업체에게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도록 위임을 했다.

<표-17>

46)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 개발국 “게르지역 재개발 진행사항”, 2014



- 78 -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위치 크기/ha/ 단위면적 인구수

13
Songinokhairkhan구 28동 “Bayankhoshuu 제

105호 조충고등학교 인근지역 부분계획
3.8 57 210

14 Bayanzurkh구2동 “Dari ekh” 부분계획 20 136 680

15 Songino khaijkhan구 1,2,20동, “군사단지”지역 3,9

16 Bayanzurkh구 2, 4동, “Mamba datsan” 지역 70 472 8460

17
Sukhbaatar구 17동, “Dambadarjailan 수도원”

인근 부분계획
7.6 89 356

18 Bayangol구 10, 11동, “Bichil 7” 부분계획 93 856 5640

19 Khan-Uul구 4동, 제34호 학교 인근 부분계획 16.5 130 682

20 Baganuur구 1, 5동, 청년단지 부분계획 78,7 270 4200

합계 339.8 2953 24518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위치 크기/ha/ 단위면적 인구수

21 Songino khairkhan구 30동, “Khilchin 단지” 11 168 672

합계 11 168 672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위치 크기/ha/ 단위면적 인구수

22
Bayanzurkh구 12동, “식물원 인근지역

부분계획”
164 2184 5650

23 Khan-Uul구 8동, “Yarmag 8동 부분계획” 26.5 357 9526

24 Nalaikh구 7동, “Badral 거리 18-22” 31.5 394 2880

합계 219.4 2935 18056

<표-17> 2차 재개발 구역47)

출처: 도시기본계획청, 재개발 운영체계 및 시행/Songino khairkhan구/

3차 재개발 구역. 게르지역 재개발 3차 구역에서 1개의 구역을 선정

했으며 이는 Songino khairkhan구 30동에 위치하는 “Khilchin 단지”를

재개발 구역으로 선정하고, 이 구역에서 재개발을 시행하는 업체를 선정

하고 일을 진행 시켰다. <표-18>

<표-18> 3차 재개발 구역

출처: 도시기본계획청, 재개발 운영체계 및 시행/Songino khairkhan구/

<표-19> 4차 재개발 구역

출처: 도시기본계획청, 재개발 운영체계 및 시행/Songino khairkhan구/

4차 재개발 구역. 마지막 4차 게르지역 재개발에 있어서 3개의 구역

47) 울란바토르시청 언론정보 홍보과 보고서.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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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선정해서 일을 진행 중에 있다. 2015년 도시 기본계획청에서 만든

재개발 운영체계 및 시행사항 자료에 의하면, 3개의 구역 중에서 제일

작은 필지인 Khan-Uul구 8동, “Yarmag 8동 부분계획”만이 시행 업체가

선정되었고, 나머지 두 구역의 경우, 필지를 몇 개로 나누어 여러 개의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 중 이다. 예를 들면 Bayanzurkh구 12동에 위치

하는 ‘식물원 인근지역 부분계획’ 대지는 164ha이며 이 대지를 5개의 작

은 필지로 나눠서 재개발 할 5개의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표-19> 선

정된 필지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선택하

거나 게르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신청하는 결과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다.

<그림-28> 1차, 2차, 3차, 4차 재개발구역의 위치

출처: 도시기본계획청, 재개발 운영체계 및 시행/Songino khairkhan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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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투자 예산.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개발사업 설계도면, 생활기반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이라는 3가지

큰 맥락에서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 모든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첫 번째로는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24개의 구역에서 도로설계

도면, 배관 설계도, 기반시설 도면 등 기본계획과 부분계획에서 계획된

75개의 도로 또는 배관 등 기반시설을 부분적으로 설계도면을 만들었다.

두 번째로 지원되는 예산은 생활 기반시설을 계획 설계도면대로 시공하

는데 사용되는 예산이다. 상하수도 배관 설치, 전기공급시설, 지하수공사,

토목공사 등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건설이 들어올 자리에 기반시설을 설

치하는 것이다. 총 48개의 건설공사에서 정부가 예산을 마련해 일을 완

공시켰다. 세 번째로는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여

기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건설공사와 주변 배관공사가 포함된다.48)

재개발 사업 현재 상황. 현재 도시의 게르지역 면적이 12.600ha인

데, 이 면적에서 21개의 구역을 기본계획과 주민의 의견을 근거해서 재

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1차부터 4차까지 4번의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부분계획이 만들어지고 재개발 일이 진행 중에 있는 게르지역

면적은 1368,6ha이며, 남은 게르지역 면적은 11.231,4ha이다. 이것이 게르

지역 총 면적의 86%가 아직 재개발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러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인구는 78.292명이며, 게르지역의 총 인구

인 799.000명의 9%이다.49) 남은 91%가 재개발 사업을 기다리고 있는 인

구이다. 2013년부터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2014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하

게 된 재개발 사업이 현재(2015년) 1년만에 이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

나 사업이 주민과 사업업체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시행과정에서 많

이 늦어지고 있다.

48)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 재개발/2013-2016년/, p45-51

49) 도시기본계획청, 재개발 운영체계 및 시행/Songino khairkhan구/



- 81 -

<그림-29> 게르지역 재개발 면적과 참여자 현황

출처: 도시기본계획청, 재개발 운영체계 및 시행/Songino khairkhan구/

재개발 일에 발생하는 문제. 이 사업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

로서 시정부에서 생활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비용처리,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들한테 토지 취득, 임시주택 문제가 되고 있다. 또는

삼자계약 협의를 할 때 재산문서 위반 관련 일로 인한 시간 낭비 문제,

외곽 게르지역에 생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민간업체와 게르지역 주민의 사이에서 이뤄지는 협약이 이뤄

지지 못하고 있다. 토지가격을 계산하는 어떠한 규제가 없어서 소유주는

자신의 토지를 높은 가격을 부르거나, 필지 안에 있는 주택 등의 가격에

서 합의가 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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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게르지역 재개발 사례

1. 사례 구역 현황

현재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지역은 도시에 형성된 게르지

역의 14%에 해당된다. 이것은 울란바토르시 게르지역부지 9,752ha 중에

서 1,506ha에 해당된다.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주민은 도시게르지역에

거주하는 총 주민의 9%이다. 도시에 총 799,000명이 게르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78,292명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이다.50) 울란바토르시는 9개

구, 152동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범위는 울란바토르시 서

북쪽에 위치하는 성긴하이르항구(Songinkhairkhan)구를 대상으로 한다.

성긴 하이르항구는 32개의 동으로 구성되며 총 면적은 120,005.2ha이고,

총 인구 수는 307,224명의 82,895 가구가 살고 있으며 밀도는 2.5인/ha

이다.

재개발 사례지로 5동, 6동을 선택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을 받아

부분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울란바토르시는 지리적으로 남쪽에 톨강

(수자원 원천)과 강 건너편에 복드산이라는 보호지역이 위치되어 있어

남쪽으로는 개발이 어렵다. 북쪽은 전체로 게르지역이 형성되고, 동쪽과

서쪽으로 개발가능지역으로 보이지만, 서쪽도 개발 제한구역, 휴양지 구

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여름 별장, 리조트 등이 위치한다. 앞으로 도시

개발 가능지역을 동쪽으로 정하고, 해당지역으로 행정구역을 이전함으로

도시의 집중을 분산화 시키는 정책을 갖고 있다. 성긴하이르항구는 공장

등 산업시설이 발전한 산업지역이며, 사회주의 시기 때 국영공장으로 운

영하다가 그 이후로 버려지고, 낙후된 지역으로 남아 있다.

50) 도시기본계획국 재개발 진행과 시행 /Songinokhairkhan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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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0> 재개발 지역 현장 사진

출처: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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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동 6동

설립 1992년 1992년

면적 107,35ha 164,14ha

인구 수 7442명 7362명

소득수준 저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사회기반시설

보건소-1

유치원-2

초중고등학교-1

보건소-1

유치원-0

초중고등학교-0

생활기반시설 기반시설이 구축된 곳이 없음 8개의 주택, 602가구

<표-20> 성간하이르항구 5동, 6동 현황

출처: 성긴하이르항구 사이트 및 현장문의 /www.shd.mn/

<표-20> 사업지구 현황을 보면 5동에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이

없다. 5동은 1번지에서 65번지까지 있는데, 4번길~15번길에 거주하는 학

생들은 19동에 위치하는 제62번 학교를 다니고 있으며, 16번길~65번길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6동에 위치하는 제9번 학교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다. 게르지역은 산위에서 형성되는 지역이라 경사가 심

하고, 보행자와 차가 다니는 표지판 등이 없어서 보행자와 자동차가 함

께 다닌다. 그리고 재개발 부지에 선정된 지역에 1960년 무렵 도시개발

이 한참 활발했을 때 만들어진 벽돌공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민주사회로

전환 이후로 버려진 지역이 있다. 여기는 재개발 계획 상 한국의 ㈜한라

건설에서 울란바토르 시청사를 짓기로 계약한 상태이다.

이 구역을 사례지로 선정한 이유는 성긴하이르항구에는 게르지역이

가장 많이 형성되었고, 5동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게르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울란바토르시 정부 행정기관이 이전 할 지

역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도시로 몰려오는 집중형상과 이동을 분산

시키려고 개발설계안을 수립하고, 시청사 건물을 지으려 한국의 ㈜한라

건설그룹을 사업시행자로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

시행 결과를 가장 먼저 보여줬고, Hera holdings 건설회사가 개발 대지

에서 아파트 4 블록이 완공시켜 토지소유주들을 입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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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inokhairkhan구 5동 6동, 벽지공장 부지

현재 사업 예상

총면적 130ha 130ha

대지 인구 수 8870명 12,156명

단위면적 1496개 -

세대수 2112 3039세대 (아파트 입주)

진입도로 - 31,2km

계획안

- 현재 갖춰져 있는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중앙 인프라시설과 연결가능.

- 시내도로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함.

사업 범위 계획도면

2. 사업 계획

“울란바토르시를 2020년까지 발전시키는 기본계획 개정안”에서 2020

년까지 부분계획에서 성긴하이르항구 5, 6동 부지, 벽돌공장 인근지역인

164ha는 주택 단지로 계획이 되었으며 2009년 7월 1일 시의회 회의에서

계획 기간에 11,600가구 아파트를 건설하고, 4만9천명이 거주하고, 11,760

명의 학생이 다닐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 2,940명의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소와 3,200명을 수용하는 오피스텔 건물, 2,000명이 일 하는 문화, 서

비스 건물을 짓기로 계획했다.51) 그래서 이미 2009년에 기본계획에서 계

획한 지역을 게르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해서 첫 단계로 하고 있다.

<표-21> 사업 계획도

출처: 도시기본계획청, 재개발 운영체계 및 시행/Songino khairkhan구/

51) 부분계획 개요 /Songinokhairkhan구/ (2015), 「도시기본계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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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개발 사업 현황

성긴하이르항구 5동, 6동, 7동에 있는 벽돌공장 인근지역인 130ha 부

지에 재개발 일을 시행하는 업체를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 시행 규정”에

서 정한대로 입찰을 통해 3개의 업체가 선정했다. 기존의 사업 시행 부

지를 7개로 나누어 A 부지를 한 업체, B, C, D, E 부지를 하나로 묶어

서 한 업체, 남은 F 부지는 한 업체가 받았다. A 부지를 ㈜ 한라건설

(외국 업체), B, C, D, E 부지를 Hera properties ltd.,co(국내업체), F 부

지를 GD ltd.,co (국내업체)가 사업 시행자로 뽑혔다.52)

1) A구역. 이 구역을 맡게 된 업체는 외국의 업체이며 한국의 ㈜한

라 건설이다. ‘게르지역 재개발 시행 규정’에서 재개발 사업에는 국내 업

체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시청과 ㈜한라건설이

2013년부터 협력을 맺어서 시작하는 일이라 재개발 지정구역으로 지정하

면서 한리건설을 사업자로 위임했다. 기존에 이 구역에서 거주민이 많이

없었고, 무허가로 정착한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며 대부분 부지에

는 벽돌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별 지장이 없었다. 건축설계

도, 건축허가 등을 받았지만 사업이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림-31> 재개발 A구역 평면도, 구상도

출처: 도시기본계획청, 재개발 운영체계 및 시행/Songino khairkhan구/

52) 부분계획 개요 /Songinokhairkhan구/ (2015), 「도시기본계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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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 C, D, E구역. 해당 지역을 맡은 Hera Holdings 주식회사가

사업부지의 B, C 구역을 먼저 재개발하기로 했다. ‘게르지역 재개발 규

정’에서 정한대로 계획안을 만들고 게르지역 개발국과 협력해 재개발 사

업에 주민을 참여를 위해서 2014년 1월 19일, 2월 22일에 두 번에 걸쳐

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공청회의를 열어 재개발 사업을 설명하고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투표를 한 결과 B구역의 주민이 71% 출석

하고, 재개발을 찬성하는 사람이 90.4%였다. 그리고 C구역 회의에 주민

출석이 75%였으며 98%의 찬성을 얻었다.53)

재개발 사업 설명과 투표의 결과를 근거로 해서 부동산 소유자와 계

약 채결을 2014년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0일 동안 하도록 법적인

기간을 줬다. ㈜Hera holdings가 B구역에서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176개

단위면적(부지)의 주민의 78.6%인 118개의 소유자와 양자계약을 했고, C

구역에서 토지 소유주의 181개 단위면적에서 91.8%인 124개의 소유주와

양자계약을 함으로 “게르지역 재개발 규정”에서 정한 사업 계획한 토지

소유자의 75% 이상의 찬성을 받는 규정을 충족함으로 2014년 04월 15일

게르지역 재개발 프로젝트 운영위원회의에서 철거공사 시간표, 시공 진

행, 사업투자 계획 등을 설명하고 프로젝트 시행자 선정 및 인허가 나왔

다.54) B와 C구역의 총 558개의 토지소유자와 양자계약을 맺었지만, 그

다음 절차인 게르지역 개발국과 사업시행 업체와 토지소유자의 삼자계약

절차에서 558개의 단위면적 중 22%에 해당되는 123개의 단위면적과 삼

자계약이 이뤄졌다.55) 총 34개의 필지의 2.2ha를 철거해서, 168가구의 4

개의 블록, 58가구의 1블록이 재개발 사업에서 처음으로 완공되어 토지

를 내어준 22개 가구가 계약 조건대로 게르필지를 아파트로 바꿨다.56)

53) 게르지역 개발국 2014년 종합보고서, p43

54) 게르지역 개발국 2014년 종합보고서, p46,47

55) 게르지역 개발국 2014년 종합보고서, p60,61

56) 게르지역 재개발국 사아트 /www.ger.ub.gov.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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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2> 재개발 B, C, D, E 구역 평면도, 구상도

출처: 도시기본계획청, 재개발 운영체계 및 시행/Songino khairkhan구/

3) F 구역. 해당 구역 사업시행자로 선발된 JIDI 주식회사는 재개발

규정을 따라 주민의 공청회를 열어 사업 설명서 했으나 출석이 68%이

고, 사업을 찬성한 사람은 93.4%였다. 계획대로 50ha 토지에서 1,30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 먼저 2014년 7월에 4ha 23개의

필지를 정비하고 480가구의 4블록을 짓기로 계획했으며 기반시설 구축을

공사를 하고 있다. 통신 및 전기 보급률을 80% 완성시켰고 시투자금융

국에서 자금조달을 한 상황이다.

<그림-33> 재개발 F 구역 평면도, 구상도

출처: 도시기본계획청, 재개발 운영체계 및 시행/Songino khairkhan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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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재개발

지정구역

철거

공사구역

사업

진행과정

완공된

건물

<그림-34> 재개발 현장

출처: 현장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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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진행의 문제점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상황을 보면 게르지역 개발국과 사업시행

업체와 토지소유주의 양자계약까지는 잘 이루어지다가 삼자계약에 와서

대부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삼자계약이 이루지지 않았

던 이유는 크게 3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 선택된 대지의 소유자들의

비활성화, 문서위반, 계약내용에 대한 이해부족, 둘째 사업시행 업체가

삼자 계약할 의도가 약함으로 계약 체결과 의무를 이행불가, 셋째 게르

지역 개발국에서 삼자계약 맺도록 제압 제도 등이 없어서 양자계약 단계

에서 삼자계약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주민면접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성긴하이르항

구에 거주하는 게르지역 주민 5명과 지금 시행중의 게르지역 재개발 사

업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 질문은 재개발에 대한

정보, 살고 있는 구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재개발

선호도, 재개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 경우 재개발 사업시행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과 만족도 등에 대하여 자유로운 대화로 이루어

졌다.

Shinekhuu, (57세, 남)

집은 재개발 사업이 들어간 지역에 위치한다. 그러나 재개발 사업으

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해도 입주하기로 한 약속 시간에 들어갈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기존에 이루어지는 재개발을 보면 시간이 계속 늦어

지고 있어서 믿어서 땅을 내어줘도 되는지 모르겠다. 또는 재개발 사업

시행 업체의 계약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필지에서 2층 주택을 지

은 지 5년밖에 안 되었다. 합당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막을 수 밖에

없다.

Otgon (62세, 여)

재개발 사업의 공청회의에 몇 번 가 봤는데 명확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사람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아무 결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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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니까 답답한 느낌이 들었다. 언제 실체로 일이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다.

Delgermurun (48세, 남)

재개발 사업으로 새 건물에 입주했다. 시설을 슈퍼마켓 등 서비스

시설을 1층에서 해줌으로 멀리 갈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쉬는 시간이

많아졌다. 놀이공원을 건물 앞에서 있음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어서 최

고 좋다. 그리고 창문으로 아이들을 지켜볼 수 있다. 그 전 게르지역에서

는 놀 공간이 없어서,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확인 불가능했다. 그러나 문

제점은 아파트에 입주해서도 게르지역 중간에 위치하니까 공기오염 문제

는 여전히 심각하다. 창문을 저녁 5시부터 다음날 아침 10,11시까지는 열

지 못한다. 그러나 화장실 보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물, 불땔감 등을 준

비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서 훨씬 편하고 좋다. 아파트 주변이 시멘트로

덮어져 있어서 발에 묻어 집으로 들어오는 먼지는 게르지역 비해 적지

만, 강한 바람이 불면 공기에 뜨는 먼지는 창문으로 들어온다. 그렇지만

아파트는 훨씬 편하고 좋다.

Myagmar (70세, 남)

아파트에 입주함으로 장점이 많이 있지만 매월 관리비 주는 것이 쉽

지 않다. 저희는 방 2칸에서 6명에서 살고 있다. 딸이 아이가 4명이라 내

퇴직금으로 관리비를 내고 있다. 딸이 실업자고,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가

끔씩 하고 있어서 아파트 관리비용 때문에 이 집을 임대하고, 게르지역

에서 저렴한 게르를 얻어서 살까 고민하고 있다.

Serjmaa (53세, 여)

우리 지역은 아직 재개발 사업이 안 들어왔다. 조만간에 재개발 할

것으로 소문이 들리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고, 우리 지역 사람들은 재

개발을 하려면 찬성할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빨리 진행했으면 하

고 너무 느리다는 생각이 들고, 몰론 지금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 것

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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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는 사람들에

게 잘 알려졌지만 개발의 속도가 느리다는 불만이 있고, 재개발 구역으

로 선정하는 것을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이미 시작한

지역에서, 계약과 부동산, 토지 등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미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의 아파트

입주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만, 문제는 관리비 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편

이 안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갖고 있다. 안되면 다시 게르지역으로 돌

아갈 것으로 고민하고 있다. 게르는 일생 살다온 집이라 익숙해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두 분류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게르지역 사업으로 인해 도시적인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고 삶이

편리해지는 것을 모두 좋아함으로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지만 두 번째로

소득 수준이 아파트 유지 못할만한 가구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안되면

돌아간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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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1990년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급속인 진행된 몽골의 도시화는

수도이자 경제중심지인 울란바토르시에 거대한 게르지역을 형성시켰다.

유목생활에서 조립과 해체, 이동이 편리한 게르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 올 때 자신의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와서 도시 외곽에 게

르를 지음으로 도시가 확산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게르지역이

형성되었다. 게르지역의 형성요인으로는 급격한 도시화를 들 수 있지만,

민영화에 따른 토지 분배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점과 도시기본계획이

급속한 도시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체계적으로 도시계획을 준비하지 못한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게르지역의 형성은 여러가지 풀기 어려운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

다. 연료와 난방을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며,

2012년 UN에서는 올란바토르시를 북경에 이어 세계에서 가장 대기가

오염된 도시로 선정하였다. 상, 하수도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급수와 하수처리, 화장실 문제 등 기본적인 생활수준이 충족되지

못하여, 토지와 수질 오염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또한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게르지역 주민들은 전통적 유목생활에 익숙해 있어 도시에 대

한 인식도 잘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도시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실업

과 낮은 소득 상태에 있다.

이러한 도시문제에 대한 정책대응은 시기적으로 진화해 왔다. 2008

년 게르지역 재개발 정책을 도입하기 이전 까지 정부 시책은 매년 증가

하는 게르지역과 게르를 비롯한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방에서 올라

오는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 건설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민간

건설회사들의 증가, 그들 간에 건설 시장이 확장되면서 주택 가격 상승

을 일으키고, 일반 주민들의 소득수준으로 구입 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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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주택은 계속 공급되지만 구입할 능력 있는 소비자가 없어서 정부

에서 모기지 대출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담보 할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

만 가능한 사업이었으며, 지방에서 자산을 만들기 위해 올라오는 게르지

역 사람들한테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었다. 사업 실행 완성도가 의문으로

남은 “4만호 주택” 사업, 시작하다가 끝내지 못한 “10만호 주택” 사업 등

이 그 예이다. 이러한 주택 시장과 도시 문제 해결을 전혀 못하는 주택

사업만 시행하다가 게르지역이 꾸준히 확산된 것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

황이 되었다. 2008년까지 인민당 정권 하에서 국민들이 생계유지에 급급

한 사이에 정권과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은 건설 분야가 활발해지는 시

기를 활용하여 뇌물 등을 받아 부정부패가 심각한 상태였고 정부 행정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정권이 바뀌어 “도시개발법”,

“울란바토르시 2030년 개발 동향과 2020년 개발 종합계획”, 2002년 계획

을 2012년에 다시 개정, “게르지역 재개발 규정” 2013, 등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2012년까지 게르지역 재개발에 대한 보완대책은 체계적으로 개선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2년 울란바토르 시장 바트울의

2013-2016년에 실행계획에서 “게르지역의 개선과 게르지역 생활기반 시

설공급, 소득수준에 적합한 저렴한 주택 등의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

감으로 게르지역이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게르지역의 도시문

제가 심각해진 상태였고, 이미 넓은 부지를 주민들이 점유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을 시행해 게르지역의 모든 땅을 현

재 거주자에게 분배했던 것이 이제는 도시개발 사업자체를 어렵게 만들

었고 게르지역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미 형

성된 게르지역을 관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게르지역 개발국”을

2012년에 설립되고, 21개의 구역을 선정해서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민주화로 인한 사회적인 충격이 없었으면 일정하게 증가하는 인구를

대비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었겠지만 뜻밖에 생기게 된 사회

체제변화로 인해 급속한 도시화에 대한 정부가 대책이 늦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게르지역의 문제의 뿌리는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예측 실수로 돌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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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겠지만, 그 실수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대응전략이 없었던 것에서

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몽골의 특수한 도시화과정과 사회문화적 성격

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본 연구를 통하여 몽골 울란

바토르시의 게르지역에 대한 정책대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로 사회적으로 안정되는 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토지 분배하는

대책을 세웠던 것이 성급한 조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일로 인해

무허가 점유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소유를 양성화 했다. 그러나 토지구획

정리를 하지 않은 무질서한 상태로 토지소유권을 부여하여 문제해결의

기회를 놓쳤다.

둘째는 게르지역 주민들의 집중 형상을 보고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았다. 저렴한 저소득층 주택 사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건설업에게 혜택이 가는 결과를 보였고 건설회사 간 경쟁

으로 아파트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

층을 위해 감시하는 등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

셋째는 2014년부터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게르지역 소유주가

토지 가격을 상승시켜 삼자계약이 협의가 이뤄지지 못해 시간이 늦어지

고 게르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아지고 있다. 재개발 사업이 주민과 사

업자간의 합의와 계약으로만 이뤄지고 정부의 역할을 대신한 게르지역

재개발국은 삼자계약으로 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감

시하는 등을 담당한다. 재개발 사업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 건설업자들

이익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정치의 불투명성과 공무원의 부정

부패도 작용하고 있다.

또한 게르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으로 인해 토지를 매매하려는 의도가

있고, 현재 상황에서 벗어날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재개발

사업만이 게르지역 해결대책인 것으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이미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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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으로 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를 유지하지 못

하는 상황으로 다시 게르 주거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게르지역 재개발 사업의 정책효과를 낙관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교훈을 고려하여 앞으로 게르지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고,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서 공공의 개입방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과 개인의 중간역할을 하여 건설업체와 주민

이 모두 정당한 보상과 정책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에서도 도

시문제 해결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이 필

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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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rban issues and policy of

Ger area in Ulaanbaatar,

Mongolia

Tuya Tungala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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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Mongolia has experienced rapid urbanization and transition in 1990

from socialist system to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system.

When Mongolia was under the socialist system there were no

economy gap in social classes and each regional between city and

rural area thus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did not moved to city

and choose to live at rural area. While all the system created during

socialism period was collapsed many of states factories, rural

agriculture, rural factories, city constructions and urban development

were all stopped. Therefore all the country national properties become

privatized and being distributed to all the people but there were a lot

of unemployment people who were no able to adopt with this



- 100 -

situation. In addition due to of privatization people who resided in

city received compensation for their house and small medium

enterprise also received compensation for all the things which being

privatized. However for the case of people who are living in rural

area they only received compensation for all of their livestock and

they could not gain any earnings due to intermediary who purchased

livestock raw material was being removed. As a results most of

people who lived in the rural arear began to move to city or even

stayed outside of the city without permit and build ger traditional

house. This trends began to develop and became enormous of ger

area and being called as Ger area.

Ulan Bator is Mongolia capital city and also the biggest area of Ger

traditional house in Mongolia. Among of te underdeveloped city in

Mongolia 80% percent was developed as Ger area with 61% percent

of population live there where the remaining of 20% percent is filled

by common city with only 39% of inhabitants. Ger area used only

coal and electricity as energy source without any water sewage, road

or any others standard infrastructure. After 1990 Ger area is keep

growing for 20 years with a lot of issues occurred such as air and

water pollution, infrastructure imperfect, inadequacy of housing

standard and lack of infrastructure. Mongolia government and

Ulaanbaatar city put a lot of effort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especially in 2012 after UN announced that Ulaanbaatar is the second

most polluted city in the world after Beijing. Since then, planned

works for developing Ger area have begun to take effect and

government published Rules for Ger area redevelopment and several

businesses also have been pushing to restart Ger area re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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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However there were enforcement delayed for redevelopment

projects in private sector.

In this research author examined about the main reason which cause

the problem in Ulaanbaatar city during formation process of Ger area

and government policy and law system in response of Ger area issue

together with current Ger area redevelopment project issue.

Inadequate city planning alternative, land redistribution, and rapid

urbanization could be the main causes of the Ger area formation

issue. Especially the basic planning of Ulaanbaatar city could not

predict increasing of population followed by the rapid urbaniz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and unable to provide acceptance measure plan

also one of the critical point in this problem. Ger area issues were

derived from environmental pollution, lack of housing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To cope with the Ger area issue Mongolia government and

Ulaanbaatar city working together by providing policy such as

housing constructions and land readjustment project but they could

not overcome finance and development limitation. After UN in 2012

announced the most polluted city in the world, environmental pollution

issue emerge as the main major policy task to be solved by Mongolia

government and Ulaanbaatar city. This method is private development

method, developing apartment complex by gathering individual land

owner’s land, basically based on contract between developers and land

owners. However, the public involvement is the one of distinct

characteristic of this method. First of all, The Ulaanbaatar

Redevelopment Agency call for tender, then the city government

intervenes the process by change bilateral agreements to tripar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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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 Since the private developments basically prioritizes seeking

for profits, those projects are often lack of push, despite of public

agency’s provision of road constructions and infrastructures.

Moreover, the residents those who can not afford living costs of

newly built apartments return to Ger area. The goal of this

dissertation is to confirm peculiarity of Ulaanbaatar’s Ger area

redevelopment planning policy, which has been dependent on private

real estate development due to the limits in public’s finance and

individual’s economic capability.

Keywords : Ger area redevelopment, Ger, Urbanization, Urban issues,

Ulaanbaatar

Student Number : 2014-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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