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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20세기 전반 일본 통치 5개 지역(일본, 조선, 대만, 만주, 

중국 관동주)의 용도지역제 전개 과정을 밝히고, 조선 시가지계획령에서 

도시계획법으로 이어지는 용도 혼합과 순화의 흐름을 파악한 연구이다. 

용도지역제가 처음 도입된 1930년대부터 용도지역제가 세분화되는 시기

인 1980년대까지를 대상 시기로 잡았다. 

20세기 전반, 일본은 조선, 대만, 만주, 관동주를 새로운 도시계획제도

를 적용하는 일종의 실험장으로 활용하였다. 그들은 한 지역에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여 효과를 파악한 뒤 보완을 거쳐 다른 지역에 적용하곤 

했다. 그리하여 5개 지역의 용도지역제는 일본의 통치 아래 하나의 체계

로 발전하였다. 조선의 용도지역제는 일본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았고 추

가로 대만, 만주, 관동주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였던 것이다. 해

방 후 한국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여 40년간 운용

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지

역제를 다루고 있다. 

용도 혼합의 흐름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의 미지정지역에서부터 

시작했다. 일본은 서울 내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분류할 수 없던 

애매한 지역을 미지정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그 후 1952년에는 혼합지역

이 지정되었는데, 이들 지역은 대부분 과거 미지정지역이었던 곳이다.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때에는 혼합지역이 폐지되고 준지역(준공업지

역, 준주거지역)이 도입되었다. 기존에 혼합지역이었던 곳은 대부분 준공

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준공업지역은 1970년대를 거치면서 면적이 크

게 감소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리되었다. 이후에 남은 

준공업지역은 서울 내에 가장 용도가 혼합된 곳으로, 더 이상 다른 지역

으로 분리할 수 없던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준주거지역은 준공업

지역과 개념은 유사하지만, 실제 지정에서는 과거의 혼합지역과 별개였

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용도 혼합 흐름은 미지정지역에서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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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혼합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용도 순화의 흐름은 조선시가지계획령의 특별지구에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용도 순화라고 함은, 용도지역 내에 특정 용도만을 집합하기 위

해 다른 용도의 시설을 배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1934년 계획령 제정 때 

공업지역 내에 공장만을 집합할 수 있는 특별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것은 이후 더 확대되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도 특별지구를 지정

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지구는 법제화되기는 했지만 실제 지정되지는 

않았고, 해방 후 폐지되었다. 도시계획법 제정 때에는 전용지역이 도입

되어 용도 순화의 흐름을 이어나갔다. 즉, 용도 순화의 흐름은 특별지역

에서 전용지역으로 이어진 것이다. 

우리나라 용도지역제는 혼합할 지역은 더 적극적으로 혼합하고, 순화

해야 할 지역은 더 순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혼합적 성격의 용도지역제는 준공업지역에 남아있으므로, 준공업지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혼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용도를 

순화할 지역은 기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특수한 성격의 지구제 개발에도 힘써서 도

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지역·지구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용도지역제, 토지이용, 조선시가지계획령, 도시계획법, 용도 혼

합, 용도 순화

학  번 : 2015-2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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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급격한 도시화를 겪으면

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다. 도시 인구가 급증하였고, 공장과 주택

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여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켰다. 당시의 도

시계획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 상가, 공장을 서로 

분리하고자 하였다. 이 때 도입된 제도가 바로 용도지역제이다. 용도지

역제의 목적은 혼합된 도시의 기능을 서로 분리하여 각 용도지역에 배치

하고 토지이용을 규제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다.

한국에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으로 용도지역제가 처음 도입

되었다. 용도지역제는 해방 후 자체 제정한 도시계획법에도 포함되었고, 

최초 도입 후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운용되고 있다. 

용도지역제는 신시가지 계획 때에는 적용하기가 용이하다. 하지만 서

울과 같이 역사가 오래된 자연발생적 시가지는 도시 구조가 이미 짜여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용도를 분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선시가지

계획령 상의 용도지역제에는 미지정지역이라고 하는 혼합적 성격의 용도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분류하기 애매

한 지역을 미지정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 이후 미지정지역은 혼합지

역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어 명맥을 이어나갔다. 한편, 공업지역 중에서

도 더 특화해야 하는 지역이나 주거지역 중에서도 순도 높은 주택지를 

형성해야하는 지역에는 특별지구라는 것을 도입하여 용도를 순화하고자 

하였다. 특별지구는 오늘날의 전용지역으로, 용도 순화의 시초인 셈이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서울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얹고, 그 

중 좀 더 특화해야 할 지역에 특별지구를 지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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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용도지역제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첫째, 

서로 특성이 다른 지역들이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획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많이 침투하여 

용도 혼용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의 신사동 가로수길과 홍대 

주변이 대표적인데, 이 두 지역은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

지만 실상은 상업지역이라고 보아야 한다. 용도지역제의 법적 내용과 실

제 운용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정희윤, 2015).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이미 복합개발, 혼합 용도

(Mixed Use) 등의 개념으로 용도를 복합시키려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

다. 현재 한국에서도 ‘복합용도지구’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복합용도

지구’는 토지 이용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건축제한을 완

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구제이다. 그리하여 예전에 공업지역에 건설할 

수 없었던 상업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다.1)

용도지역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용도

지역의 순화와 혼합을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하려고 했는지 파악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하다. 미래를 설계할 때 과거의 경험만큼 좋은 나침반은 없

다. 본 논문은 용도지역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될 때 자연발생적 시

가지였던 서울을 어떻게 용도 순화하려고 했는지, 또 이미 용도 혼합이 

뿌리내린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려고 했는지 탐색하여 현행 용도지역제 

개편 논의에 참고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한국 용도지역제에서 용도 혼합과 용도 순화의 개념이 어떻

게 도입되었고,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변천했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1) 윤종석, “83년 만에 용도지구 통폐합…토지이용 효율화 기대”, 『연합뉴스』, 2017년 

3월 30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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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혼합적 용도지역과 순화적 용도지역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

를 진행한다.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기에 앞서, 핵심 개념인 용도 혼합과 용도 순화

의 의미를 정의해 두자. 용도 순화란, 특정 지역을 오직 하나의 용도로

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주거지역을 용도 순화

한다는 것은 그 지역 내에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의 건물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용도 혼합이란 용도지역제의 규정을 완화하여 그 

지역 내에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들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 내에 주택뿐 아니라 상점, 소규모 공장 등의 건설을 

허용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용도 혼합과 용도 순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들이 해방 

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 시기를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두 파트로 구분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후의 법령 제정 주체가 서로 달라서 법률 용어와 명칭, 

그리고 관련 자료의 성질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는 데 있다. 첫 번째 파

트는 일제 강점기의 1913년 시가지건축취체규칙 제정 때부터 1940년 조

선시가지계획령 개정 때까지, 두 번째 파트는 해방 후 1962년 도시계획

법 제정 때부터 1980년대에 용도지역이 세분화되는 시기까지로 정했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상에서 혼합적 성격의 용도지역은 미지정지역과 혼

합지역이었고, 용도 순화적 개념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 혼합지역 내 특별지구였다. 해방 후 도시계획법 상에서 혼합적 성

격의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이었고, 용도 순화 지역은 주

거전용지역, 공업전용지역이었다. 본 논문에서는 용도 혼합과 용도 순화

의 관점에서 해방 전후의 용도지역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해방 전 미지정

지역과 해방 후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사이의 관련성과 해방 전 특

별지구와 해방 후 전용지역 사이의 관련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로 설정하였지만, 첫 번째 

파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통치한 5개 지

역2)으로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5개 지역을 함께 분석 대상으로 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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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5개 지역 간 상호 영향이 당시 조선의 용도지역제 전개에 지대

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본이 제정하고 우리는 그것을 수동적으로 수용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국문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국내

의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과 해외의 문헌과 자료를 

참고하였다. 각종 법령 원문과 관련 기사들, 일본 국내의 용도지역제를 

다룬 연구와 대만 및 만주의 식민지 도시계획을 다룬 연구 등을 광범위

하게 검토하였다. 반면, 도시계획법은 해방 후 우리 정부가 제정하였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대한민국 관보에 모두 실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

방 후 용도지역제 전개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대한민국 관

보 중 용도지역제 지정 및 변경 관련 기사 150여 편(<별첨 1, 2, 3>에 

첨부), 용도지역 지정 도면들, 각종 법령 원문 등을 널리 참조하였다. 

2) 일본이 통치한 5개 지역은 일본, 조선, 대만, 만주, 중국 관동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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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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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용도지역제의 역사와 선행연구 고찰

제1절 용도지역제의 역사

20세기 전반, 조선, 대만, 만주, 중국 관동주를 식민통치한 일본은 이

들 지역 모두에 용도지역제를 도입하였다. 제도의 내용은 당시 일본 국

내에서 운용되고 있던 용도지역제와 유사하였다. 식민지에서는 1934년 

조선에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된 것을 필두로, 1936년 대만도시계

획령과 만주도읍계획법, 1938년 관동주계획령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20세기 전반 일본을 포함한 5개 지역에는 일본의 통치 아래 비슷한 내

용의 용도지역제가 도입된 것이다.

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는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했다. 법제화되지는 않았지만, 미지정지역이라고 

하여 특징이 다소 모호한 지역도 존재하였다. 용도지구로는 풍기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 공업지역 내 특별지구가 도입되었다. 그

러나 이 지구들은 5년이 지나서야 경성에서 처음 지정되었다. 그 사이 

용도지역제 내용이 많이 간소화되어, 풍치지구 외에 풍기지구, 풍치지구, 

미관지구, 방화지구는 실제로 지정되지 못했다(염복규, 2009). 특별지구

는 공업지역 내에만 지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도 지정되지 못한 것

으로 보인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40년에 개정되었다. 이 때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혼합지역과 녹지지역이 추가되었다. 또한 공업지역 내에만 존재했던 특

별지구를 확대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혼합지역에서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혼합지역과 녹지지역은 경성에서는 해방 전까지 지정되지 못하

다가3), 해방 후 1952년에 이르러서야 지정되었다. 내무부고시 제 23호

3) 녹지지역은 1941년 보산을 시작으로, 인천, 부산, 평양, 성진, 수원, 1944년 

삼천포까지 총 7개 도시에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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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3월 25일)에서는 경성 내 미지정지역을 폐지하고 녹지지역과 혼

합지역을 새로 도입한다고 알렸다. 녹지지역은 이 때 지정된 뒤 현재까

지 존속되고 있지만, 혼합지역은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때 폐지되었

다.

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조선시가지계획령과 유사한 내용을 담

고 있었다(五島寧, 2015a). 도시계획법 상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

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었다.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는 준지역과 전용

지역의 개념이 적용되었다. 서울에서 준공업지역이 최초로 지정되었고, 

준주거지역과 주거전용지역은 법 제정 10년 후에 서울에서 지정되었다. 

하지만 이때에도 서울에서 공업전용지역은 지정되지 않았다. 혼합지역은 

폐지되었다가 이듬해인 1963년 도시계획법 개정 때 재도입되어 8년 간 

존속하였으나(윤지은, 2006), 서울에서 지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2-1] 1934년부터 1962년까지 한국(조선) 용도지역제의 변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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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3월 1일에 개정된 도시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주거지역과 공업

지역을 각각 전용지역, 일반지역, 준지역 등 3개의 지역으로 세분하였다. 

녹지지역은 기존의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에 보전녹지지역이 추가

되었다.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세분

화되었다. 1992년 7월 1일 시행령 개정 때에는 일반주거지역이 1종, 2

종, 3종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상업지역에는 유통상업지역이 추가되었다. 

2000년 7월 1일에는 전용주거지역도 세분화되어 1종과 2종으로 구분되

었다. 명칭 변경도 있었다. 공업전용지역이 1973년 전용공업지역으로 변

경되었고, 1988년 주거전용지역이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다.  

[그림 2-2] 1962년 이후 도시계획법 시행령 내 용도지역제 변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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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행연구 고찰

1. 국내 연구

1) 식민지 조선의 용도지역제 전반을 다룬 연구

일제 강점기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용도지역제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

는 손정목(1990)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의 

도시계획 전반을 연구하였다. 용도지역제는 그 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관

련 법령과 실제 시행 현황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어서 연구사적 의의가 

크다. 그 이후 나온 일제 강점기 도시계획 연구는 대부분 손정목의 저서

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손정목(1990)과 비슷한 시기에 연구를 진행한 이병렬(1990)은 ‘경성도

시계획조사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선의 용도지역제를 분석하였다. 그

는 조선시가지계획령 이전에 존재했던 개념인 특별지역에 대해서도 언급

하였으며, 미지정지역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이명규(1994)는 20세기 전반에 시행된 조선과 일본의 도시계획법령을 

비교․분석하였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두 지역의 법령을 비교․분석한 그의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는 

일본의 (구)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물법, 그리고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원

문을 사용하여, 당시 일본에서 용도지역제가 도입된 배경을 밝히고 두 

지역의 용도지역제를 비교하였다.  

김흥순(2007)은 식민지 근대화론에 기초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분석

하였다. 그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면서 용도지역제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그는 일본이 조선의 법령을 제정할 

때 근대성을 바탕으로 하였다고 주장했는데, 그 근거로 산업화 도시에 

적합하게 효율성을 중시한 점, 표준화와 공공성을 강조한 점 등을 들고 

있다. 김홍순은 기존 연구들이 주로 일제의 수탈에 초점을 맞춘 것을 비

판하면서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의 긍정적인 면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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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면을 동시에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염복규(2001, 2009)는 일제 강점기 경성의 도시계획을 다루고 있는데, 

용도지역제 관련 내용은 그 중 일부이다. 그는 용도지역제가 법제화된 

후 용도 지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내용이 간소화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성에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윤희철(2013)도 일제 강점기에 법제화된 용도지역제를 다루었지만, 이 

또한 논문 전체가 용도지역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다. 그는 연구의 공간

적 범위를 경성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결론으로 주거, 상업, 공업

지역 모두를 적용한 도시는 경성과 나진뿐이었다고 주장하였다. 

2) 특정 용도지역 연구

일제 강점기 조선의 도시계획 전반을 다루는 과정에서 용도지역제를 

언급한 연구 외에, 특정 용도지역만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그 연구들이 

본 논문과 관련이 깊은 혼합지역(녹지지역), 미지정지역, 특별지구를 어

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혼합지역에 대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연구 성과가 거의 없

다. 혼합지역 관련 연구로는 강병기 외(1997)가 유일하다고 판단되는데, 

여기서는 조선에 혼합용도지역이 도입된 배경과 변천 과정이 다뤄지고 

있다. 일제 강점기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을 기점으로 하여 그 후의 기

간을 4개의 시기로 구분하고 혼합적 용도지역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

다. 이 연구는 당시의 용도지역 도면을 바탕으로 혼합지역과 미지정지역

의 연관성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도를 활용하지는 않았지만 혼합

지역과 준지역의 관계도 구명하였다. 

식민지기 조선에서 지정된 미지정지역은 해방 후 혼합지역으로 변경되

면서 그 일부가 녹지지역으로 분리되었다. 또한 혼합지역이 준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그 일부가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렇듯 녹지지역은 혼

합적 용도지역의 역사와 관련이 깊다. 따라서 녹지지역 관련 연구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녹지지역을 다룬 대표적 연구로는 양병이 외(1991)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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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주(1998)를 들 수 있다. 

양병이 외(1991)는 환경 보존 측면에서 서울시 내 녹지지역의 변화를 

탐구하였다. 녹지 면적 축소로 인해 서울시의 대기오염이 심화된 것을 

밝히려는 목적 하에 서울시 녹지지역 변천 과정을 검토하였는데, 1934

년 조선시가지계획령부터 1952년 내무부고시 제 23호까지를 분석하여 

녹지지역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점이 주목된다.  

박병주(1998)는 한국에서만 녹지지역이 용도지역 내에 포함되어 있음

을 지적하며, 용도지역제는 도시의 시가화 지역을 효과적으로 발전시키

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개발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녹지지역이 여기

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서 녹지지역은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때 최초로 

도입되었다. 1940년대에 경성을 제외한 7개 도시에서 지정된 녹지지역

은 법령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것이 박병주(1998)의 견해이다. 녹지지역

은 1942년 만주에서 제일 먼저 법제화되었고, 그 후 일본을 거쳐 20년 

뒤에 한국에서 법제화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양병이 외(1991)를 포함한 여러 연구는 녹지지역이 1940년 조선

시가지계획령 개정 때 처음 도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이후 1941년부

터 1944년 사이에 경성을 제외한 7개 도시에 녹지지역이 지정되었고,  

이 내용이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때에 계승되었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박병주(1998)와 다른 연구의 주장에 차이가 생긴 이유

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 박병주(1998)에는 1940년에 이루어진 조선시가

지계획령 개정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사실은 

1942년 만주에서 법제화된 녹지지역이 20년 후 한국에 도입된 것이 아

니라, 거꾸로 1940년에 조선에서 법제화된 녹지지역이 만주로 전파된 

것이다. 박병주(1998)는 만주와 일본, 그리고 조선의 녹지지역을 함께 고

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누락된 내용으로 인해 해석의 오류에 

빠졌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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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녹지지역에 대한 다른 학자들과 박병주(1998)의 차이점

한편, 미지정지역과 특별지구를 다룬 국내 연구는 거의 없다. 특별지

구를 다룬 논문은 아예 없고, 미지정지역에 대해서는 이명규(1994), 강병

기 외(1997), 염복규(2009)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한 정도다.  

3) 한국 용도지역제의 전체 역사를 다룬 연구

앞에서 살펴본 것들은 특정 시기의 용도지역제와 특정 용도지역을 다

룬 연구였다. 그 외에 도입 후 현재까지 약 100년을 지나는 동안 용도지

역·지구제가 어떤 변천과정을 거쳤는지 통사적으로 서술한 논문도 있다. 

대표적으로 윤지은(2006)을 꼽을 수 있다. 이 논문은 각 시대별로 용도

지역·지구제와 관련된 특징적인 사건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한국 

용도지역·지구제의 전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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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연구의 한계

국내의 용도지역제 연구들은 용도지역․지구의 종류만 나열할 뿐, 각 용

도지역․지구가 어떤 특성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특별지구에 대해서는 아예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 용도지

역제의 초기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밝혀야 할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국내 연구는 대부분 손정목(1990)과 유사한 주장을 펼친다는 점에서도 

한계가 있다. 이는 많은 연구들이 일본에서의 법령 제정 관련 자료를 검

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가능한 범위

에서 이 자료들을 조사하여 손정목(1990)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2. 해외 연구

1) 일제 통치 5개 지역의 용도지역제를 다룬 연구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 통치 5개 지역(일본, 조선, 대만, 만주, 중

국 관동주)의 도시계획을 연구한 대표적인 일본인 학자로는 越沢明과 五

島寧를 들 수 있다. 越沢明은 일본이 통치한 5개 지역 중 일본, 대만, 만

주의 도시계획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학자이다. 일본의 도시계획에 관해 

여러 권의 저서를 집필했는데, 그 중 두 권은 한국어로 번역되었다(고시

자와 아키라, 1998; 2006). 그는 1987년에 이미 일제 통치기 대만의 도

시계획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고(越沢明, 1987), 越沢明(2000)에

서는 만주의 도시계획과 용도지역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越

沢明의 연구는 20세기 전반 만주와 대만의 용도지역제에 관해 상세한 

정보를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五島寧(2015a; 2015b)는 20세기 전반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 도시계

획을 각각 다룬 연구이다. 그는 이 두 권의 저서를 통해 일본, 조선, 대

만의 도시계획을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서 그는 손정목(1990)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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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였는데, 손정목(1990)이 조선시가지계획령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1차, 2차, 3차 도시계획안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파격적

인 견해를 피력했다. 근거는 손정목의 주장이 동아일보 외의 다른 신문

에서는 어디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개발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다. 용도지역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손정목(1990)이 주장한 최초의 

준공업지역은 사실 오사카 법령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五島

寧, 2015a). 五島寧의 저서들은 국내 연구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세기 전반 5개 지역의 용도지역제에 관한 연구는 대만에서도 진행

되었다. 黃蘭翔(1996)이 대표적인데, 식민지기 대만의 용도지역제를 중점

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본, 조선, 관동주의 용도지역제도 다루었다. 

4개 지역의 용도지역제를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세기 전반 일본 국내의 용도지역제를 연구한 논문으로는 杉田早苗

(2004)가 주목된다. 이 논문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걸친 약 10년 동

안에 일본의 용도지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상세하게 구명하였다. 대

상 시기가 짧은 대신, 국내 학계에는 연구 공백으로 남아 있는 미지정지

역의 특성을 밝히고 간략하게나마 특별지구도 다뤘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 

2) 특정 용도지역·지구제 관련 연구

일본에서 진행된 특정 용도지역 관련 연구로는 풍기지구4)를 다룬 岡

本祐輝(2004, 2007)가 주목된다. 岡本祐輝(2004)는 일본 국내의 풍기

지구를 다뤘고 이를 발전시켜 岡本祐輝(2007)에서는 일본 포함 조선, 대

만, 만주, 관동주의 풍기지구를 조사하여 5개 지역을 비교․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풍기지구가 원래는 독자적으로 존재하였지만, 실효성 논란

이 생겨 상업지역 내 특별지구로 포함되었다. 이 연구들은 특별지구의 

4) 풍기지구는 본 논문의 연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를 다룬 연

구를 검토하는 것은 풍기지구가 나중에 상업지역 내 특별지구로 변화했기 때문

이다. 즉 풍기지구는 특화된 상업지역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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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과정도 함께 다루었다.

  

3) 일본 용도지역제의 전체 역사를 다룬 연구

일본 용도지역제의 역사를 다룬 대표적인 연구로는 堀內亨一(1978)를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일본 용도지역제 연구의 고전이라 할 만한데, 일

본 국내에서 용도지역제가 도입된 배경과 그 후의 변천 과정에 대해 자

세하게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지구와 전용지구(지역)에 대해서 구체

적으로 밝혔다. 坂真哉(2006)는 용도지역제 중 주거지역에 초점을 맞추

어 그 변천의 역사를 집중적으로 밝히면서 특별지구와 전용지구에 대해

서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3. 선행 연구의 한계

이제 한국 용도지역제를 다룬 선행 연구의 한계에 대해 정리해보자. 

첫째, 국내의 선행 연구 중에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용도지역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찾기 어려웠다. 용도지역제는 주로 일제 강점

기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연구 가운데 포함되어 간략하게만 기술되고 있

었다. 그러다보니 용도지역제의 도입 배경, 일본의 법제화 의도, 각 용도

지역·지구의 개념 등에 대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둘째, 용도지역제의 역사를 다룬 연구 중 용도 순화와 용도 혼합에 초

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없었다. 용도 혼합에 관한 연구는 강병기 외

(1997)이 유일한데, 이 논문은 미지정지역이 혼합지역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지도를 바탕으로 입증하였으나, 그 이후 준지역으로 이어지는 부분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용도 순화의 역사를 다

룬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셋째, 이명규(1994)와 박병주(1998)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가 분석 대

상을 조선(한국)에만 국한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해방 후에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용도지역제를 발전시켰기 때문에 이 시기에 관한 연구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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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만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이 

법령을 제정했기 때문에 당시의 용도지역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본 국내의 법령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넷째,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이 통치한 5개 지역의 법과 제도는 상

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도입되고 변천했기 때문에, 당시의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5개 지역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5

개 지역을 비교·분석하는 용도지역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越沢明(1987, 1998, 2000, 2006)는 일본과 대만, 만주의 도시계획을 비

교·분석하였고, 五島寧(2015a, 2015b)는 일본, 조선, 대만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면서 만주와 관동주까지도 다루었다. 대만 학자인 黃蘭翔(1996)도 

만주를 제외한 4개 지역의 용도지역·지구제를 비교하였으며, 풍기지구를 

연구한 岡本祐輝(2004, 2007)도 5개 지역의 법령을 조사하여 풍기지구의 

변천 과정을 파악하였다. 해외 학계의 동향과 대조적으로 국내에서는 일

제 강점기 한국 용도지역제를 이런 방식으로 다룬 연구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다섯째, 용도지역의 성격에 관한 견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지정지역에 대해 염복규(2009)와 이병렬(1990)

은 경공업적 성격을 띠는 지역이라고 규정한 반면, 五島寧((2015a, 

2015b)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라

고 설명한다. 또한 특별지구에 대해서도 五島寧(2015a, 2015b)는 전용지

역으로 파악하는 반면, 堀內亨一(1978)와 坂真哉(2006)는 특별지구와 전

용지구는 다른 것으로 이해한다. 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전혀 상반되는 견

해가 충돌한다. 양병이 외(1991)는 녹지지역이 1940년에 처음 우리나라

에 도입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박병주(1998)는 녹지지역 도입 시기를 

1962년으로 본다. 이런 견해 차이는 면밀한 자료 조사를 통한 사실 관계 

파악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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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내·외 용도지역·지구제 역사와 관련된 연구들의 연구 범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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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용도지역제 도입과 용도지역의 변천

제1절 용도지역제의 도입 배경 

용도지역제는 우리나라 도시계획 제도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제

도 중에 하나이다. 용도지역제가 1934년에 도입된 뒤 8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활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제도가 도시를 컨

트롤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증거이다. 도시계획 연구자들에게는 익숙한 

이 용도지역·지구제는 언제, 어떤 경위로 도입되었을까? 

한국에서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것은 1962년이다. 이 때 제정된 도시계

획법은 무엇을 참고하여 만들었을까? 익숙한 제도는 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 제도의 도입 배경과 변천과정에 대해 무관심하기 

쉽다. 하지만 우리는 익숙할수록 그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

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의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고

쳐야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1962년에 제정된 도시계획법은 일제 강점기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

령의 내용을 참고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조선시가지

계획령에 의해 처음 도입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도 용도지역·지구제와 유사한 제도가 존재했다. 바로 1913년에 제정된 

시가지건축취체규칙에서 준공업지역, 방화지구, 고도지구 등을 규정한 

것이다(손정목, 1990). 완전한 용도지역·지구제의 틀을 갖추지는 못했지

만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건축취체규칙은 한국 용

도지역·지구제의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시가지건축취체규칙 또한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법령으로, 손정목

(1990)은 한국의 준공업지역 개념이 시가지건축취체규칙에서 비롯되었다

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고토 야스시(2015a)는 조선의 시가지건축취체규

칙이 자체적으로 만든 법령이 아니라 당시 오사카에 적용되고 있던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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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방한 것이라며 손정목(1990)을 반박하였다(고토 야스시, 2015a). 이

렇듯 용도지역제는 일본 국내의 법령에서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일본이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했는지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일제 통치 하 5개 지역의 용도지역제 

1. 5개 지역의 용도지역제

주지하다시피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동아시아에서 일본은 조선을 포함

하여 대만, 만주, 중국 관동주 등 네 곳의 지역을 식민 통치했다. 당시의 

식민지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일본의 학자들은 일본을 포함한 5개 지역

의 도시계획을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왜 일본인 연

구자들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식민지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5개 지역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일본의 도시계획가들은 자국 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

를 그대로 식민지 도시에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조선시가지

계획령은 일본의 (구)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물법의 내용을 그대로 모

방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五島寧, 2015a). 또 대만의 도시계획령은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모법으로 하여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한다(五島寧, 2015b). 일본에서 시작된 도시계획의 프레임이 조선과 대

만으로 이어진 셈이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당시 일본 도시계획가들이 

일본에서 구현하지 못한 최신 도시계획 기법을 식민지에서 적용하고자 

했다는 점이다(김주야 외, 2009). 그들은 한 지역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보완하여 다음 번 식민도시에서는 좀 더 발전된 계획을 도입하고

자 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식민지 조선의 도시계획법령은 ① 일본 국내의 

법령과 동일하게 제정되었거나, ② 다른 식민지에서 시도한 뒤 성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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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조선으로 도입되었거나, ③ 조선에 신제도가 처음 도입되어 실험

을 거친 뒤 다른 식민지로 반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혼합지역, 미지정지역, 특별

지역 등은 어떤 경위로 식민지 조선에 도입되었을까? 이 의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일본·대만·만주·관동주의 용도지역제 관련 법령이 어떻게 

제정․개정되었는지 조사하여 조선과의 연관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표 3-1] 일본, 대만, 만주, 중국 관동주의 당시 용도지역제 종류

분류 일본 대만 만주 중국 관동주

법령 명
(구)도시계획법+

시가지건축물법
대만 도시계획령 만주 도읍계획법 관동주계획령

제정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미지정지역

공업 내 특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미지정지역

공업 내 특별

상업 내 특별

주거 내 특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구

공업 내 특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업지역

공업 내 특별

상업 내 특별

주거 내 특별

농업 내 특별

개정

녹지지역 X 녹지지역

혼합지역

특별지구 10개

X

[표 3-2] 5개 지역 중 혼합지역 제정 여부

혼합지역 존재 지역

일본 조선 대만 만주 관동주

X O X O X

[표 3-3] 5개 지역 중 녹지지역 제정 여부

녹지지역 존재 지역

일본 조선 대만 만주 관동주

O 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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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5개 지역의 특별지구 개수

각 지역 별 특별지구 개수

일본 조선 대만 만주 관동주

1 1, 4 3 1, 10 4

일본, 대만, 만주, 중국 관동주의 당시 용도지역제를 검토한 결과, 조

선과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모

든 지역에서 제정된 것과, 개수는 상이하지만 특별지구라는 것이 5개 지

역에 공통적으로 존재했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혼합지역과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다. 혼

합지역은 왜 제정 주체인 일본에서는 제도화되지 않고 만주와 조선에만 

도입되었을까? 녹지지역은 왜 대만과 관동주를 제외하고 일본, 조선, 만

주에서만 법제화되었을까? 일본의 특별지구는 1개인데, 왜 만주는 법령 

개정 때 10개까지 확대되었을까? 특별지구 개수에 지역마다 차이가 존

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풍기지구’로 불렸던 

용도지구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2. 풍기지구에서 상업지역 내 특별지구로의 변천

풍기지구는 1900년대 초반에 일본, 조선, 대만 등지에서 존재했던 제

도로, “유곽 또는 작부(酌婦)가 있는 요리집과 도지사가 풍기 문란할 염

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용도를 지정한 건축물”이라고 정의된다(『동아

일보』, 1936. 6. 8.). 이 제도는 법제화되기는 했지만 지구 지정은 되지 

않고 사라진 제도이다. 岡本祐輝(2004; 2007)에 의하면, 풍기지구가 사라

진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조문 해석이 애매했다. 즉, 풍기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만 유곽을 건설할 수 있는지(허가구역), 아니면 그 지

역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에만 건설할 수 있는 것인지(금지구역) 논란이 

있었다. 둘째, 풍기지구는 경무당국, 위생국, 지방 재무 행정국이 연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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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일본 조선 대만 만주 관동주

풍기지구 O O O △ X

상업지역

특별지구
X O O O O

특징

상업지역

에만 특별

지구 없음

1940년에

특별지구

도입

제정부터

둘 다 

존재

상업지역

환흥지구

존재

풍기지구

회의감↑

도입 안함

어야만 실현이 가능한 복합적인 제도였는데, 이런 연계가 현실적으로 어

려웠기 때문이다. 셋째, 시행령이 미비했다. 이로 인해 1938년 무렵 일

본에서는 풍기지구 회의론이 대두했고, 풍기지구를 상업지역 내 특별지

구로 포함시키자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리하여 1938년 이전에 법령이 

제정된 일본, 조선, 대만 등지에서는 풍기지구가 법제화되었지만, 그 이

후 제정된 관동주계획령에는 풍기지구가 등장하지 않고 상업지역 내 특

별지구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조선과 만주에서는 법 개정 시 상

업지역 내 특별지구가 도입되었고, 대만은 법 제정 당시부터 풍기지구와 

상업지역 내 특별지구가 공존하는 형태였다. 즉 상업지역 내 특별지구를 

도입하자는 견해는 일본 국내에서 나왔지만, [그림 3-1]과 [표 3-5]에 드

러나 있듯이, 그것은 막상 일본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나머지 4개 지역

에 모두 도입되었다(岡本祐輝, 2004; 2007).

[그림 3-1] 풍기지구에서 상업지역 내 특별지구로 넘어가는 흐름

[표 3-5] 5개 지역의 풍기지구와 상업지역 내 특별지구 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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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개 지역의 법령 발전 메커니즘

풍기지구에서 상업지역 내 특별지구로 변경되는 흐름이 5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5개 지역 사이에 법령 발전의 일정한 흐름이 존

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녹지지역과 혼합지역, 특별지구 개수

가 지역마다 차이가 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5개 

지역의 법령 제정 및 개정 내용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여 그 흐름을 파악

해보자. 

우선, 1919년에 일본에 도시계획법과 시가지건축물법이 제정되었고5), 

그 이후 1934년 식민지 중 최초로 조선에서 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었

다. 1936년에는 대만과 만주에 도시 관련 법령이 제정되었고, 1938년에

는 중국 관동주에 관동주계획령이 제정되었다. 일본은 1940년에 조선시

가지계획령을 개정하였고, 1942년에는 만주 도읍계획법을 개정했다. 즉, 

그 변화의 흐름이 일본, 조선, 대만, 만주, 관동주, 조선, 만주였던 셈이

다([표3-6] 참조).6)

이 흐름을 바탕으로 보면 녹지지역, 혼합지역, 특별지구의 개수가 지

역별로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우선 녹지지역의 경우는 1936년 만

주에서 법제화될 때 녹지구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녹지구는 일본 국

내의 관련 법령에서나 다른 식민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越沢

明, 2000, p.191), 만주에서 처음 제도화되었다. 이는 지구제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는데, 시가지역과 반대되는 개념, 즉 건축금지구역(越沢明, 

2000, p.195)을 의미했다. 만주의 녹지구는 그 이후에 일본 국내와 조선

에 도입된 녹지지역의 개념적 모태가 되었다. 1938년 관동주에서 도입

된 농업지역은 녹지지역의 개념과 전시 식량 공급 지역 개념이 결합한 

5) 일본에서는 도시와 건축법이 나뉘어서 제정되었는데, 도시법은 (구)도시계획

법으로, 건축법은 시가지건축물법의 명칭이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이 두 법령

에 그 내용이 나뉘어서 제정되어 있었다. 

6) 일본에서도 1938년에 시가지건축물법 개정이 있었지만, 새로운 법령을 적극

적으로 도입한 4개의 식민지(조선, 대만, 만주, 관동주)와는 다르게 일본은 신제

도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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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五島寧, 2015a, 2015b)으로, 이 또한 녹지지역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녹지지역이라는 명칭으로는 1940년 조선에서 제일 먼저 도입되었

고, 그 후 같은 해에 일본에서 제도화되고 1942년 만주에도 도입되었다. 

녹지지역이 일본, 조선, 만주에만 존재했던 이유를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일본, 조선, 만주가 대만과 관동주에 비해서 더 선진 지역이어서 

녹지지역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녹지지역 개념이 등장한 뒤

에 법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표 3-6] 5개 지역의 용도지역제 발전 과정

분류
1919

일본제정

1934

조선제정

1936

대만제정

1936

만주제정

1938

관동주제정

1940

조선개정

1942

만주개정

풍기지구 O O O △ X O △

-----------------------[일본 내 회의론 대두]-------------------

상업 특별 X X O X O O O

녹지지역
X X X △ △ O O

녹지구 농업지역 녹지지역 녹지지역

혼합지역 X X X X X O O

특별지구

1 1 3 1 4 4 10

공업 내 공업 내
주, 상

공
공업 내

주, 상

공, 농

주, 상

공, 혼

주3, 상3

공4

시기 정의 동일 법령 적용 시기 변화한 시기 신제도 도입 시기

혼합지역도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혼합지역은 일본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채, 조선과 만주에서만 제도화되었다. 일본에 존재하지 

않은 제도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혼합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금까지 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1930년 

후반에 혼합지역 개념이 일본에서 대두되었고, 그것이 조선과 만주에서

의 법령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특별지구는 1919년 일본에서 제일 먼저 도입되었다. 이때에는 

공업지역 내에만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었다. 그 후 조선과 만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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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업지역 내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특별지구를 도입했

다. 특별지구가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그 역할이 확대되어 대만에서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모두에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

다. 관동주에서는 농업지역에까지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4

가지 종류의 특별지구가 도입되게 되었다. 그 이후 1940년에 개정된 조

선시가지계획령에서도 4종의 특별지구(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혼

합지역)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법령을 개정한 만주에서

는 총 10종의 특별지구를 도입했다. 시간이 갈수록 특별지구의 적용 범

위가 점차 확대되어 간 것이다. 이 흐름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일본에서 

1개에 불과했던 특별지구가 왜 만주에서는 10개까지 늘었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1919년에 제정된 일본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1934년의 조선

시가지계획령, 그리고 조선시가지계획령을 모법(고토 야스시, 2015b)으

로 하여 제정된 1936년 대만도시계획령은 동일한 성격의 법령이 적용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반면, 1936년에 제정된 만주 도읍계획법과 1938년

에 제정된 관동주계획령은 이전의 일본, 조선, 대만의 도시계획 법령과

는 차이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녹지구나 농업지역을 새로 도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시기 만주와 관동주는 기존 3개 지역 법령을 그대

로 모방하지 않고 내용을 바꾸어 법제화했던 것이다. 조선과 만주에서 

법령 개정이 이뤄진 1940년대는 혼합지역과 녹지지역의 등장, 특별지구

의 확대 등 새로운 내용이 다양하게 도입된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다. 

제3절 다른 지역과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와의 관계

  

앞에서 일제 강점기에 도시계획법이 조선에 도입된 방식을 세 가지 유

형으로 분류하였다.7)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당시의 용도지역제는 이 중 

7) 식민지 조선에서 도시계획이 법제화된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일본의 법령을 그대로 가져와 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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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의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지구가 1개에서 4개로 확대된 것은 ②번의 

경우에 해당된다. 처음에는 일본의 특별지구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특별

지구 제도가 대만에서 확대됨에 따라 조선에서도 4개로 늘어났기 때문

이다. 녹지지역은 ②번과 ③번의 사례에 해당한다. 만주의 녹지구에서 

시작된 개념이 조선으로 넘어왔고, 조선에서는 녹지지역이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제도화된 뒤 일본과 만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혼합지역은 ③

번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혼합지역은 5개 지역 중 조선에 제일 먼저 도

입된 새로운 용도지역으로, 조선에서 먼저 운용된 후에 만주로 전파되었

다. 

  

   미지정지 : ① 당시 일본의 법령을 그대로 적용

   특별지구 : ② 다른 식민지에서 성공한 뒤 조선에 도입

   혼합지역 : ③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뒤 다른 지역에 적용

   녹지지역 : ②, ③ 만주에서 들어온 뒤 다시 일본과 만주에 영향을 줌

[그림 3-2]와 [그림 3-3]은 일제 강점기 일본을 포함한 5개 지역의 용

도지역·지구제 변천 과정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조선의 시가지건

축취체규칙(1913)은 오사카건축단속규칙(1909)에서 왔으며, 이것은 그 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때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五島寧, 2015a).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은 1919년에 제정된 일본 법령을 그대로 모방

했기 때문에 일본과 거의 똑같은 용도지역지구의 구성을 보여주며, 이 

현상은 1936년에 제정된 대만 도시계획령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다. 그 

후 5개 지역은 각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여 법령을 개정하였다.   

1945년 종전 후 식민 통치가 끝나면서 구 식민지 지역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용도지역·지구제를 발전시켰다. 대만, 만주, 관동주에서는 일본

이 제도화한 용도지역제는 폐지되고, ‘토지사용분구’라고 하는 법령이 새

② 다른 식민지에 먼저 제정되어 성공한 뒤 조선으로 도입된 경우

③ 조선에서 최초로 도입되어 실험을 거친 뒤 다른 식민지로 반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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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의 내용

을 바탕으로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고, 그 후 2003년까지 약 40

년 간 20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3년부터 용도지역제는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게 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여전히 일

제 강점기에 도입된 제도의 틀이 깔려 있는 것이다([그림 3-3] 참조).

[그림 3-2] 5개 지역의 용도지역·지구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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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시대 별 발전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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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용도 혼합의 흐름

제1절 미지정지역과 혼합지역

1. 미지정지역의 성격

미지정지역을 설명하기에 앞서, 미지정지역과 무지정지역의 개념에 대

해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지정지역은 그 명칭 때문에 도시 구역 

내에서 지역 지정이 되지 않은 곳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지역 지정이 되

지 않은 곳은 무지정지역이라 불렸으며, 미지정지역은 단순히 남겨진 지

역이 아니라 용도지역제를 구성하는 한 요소였다(이명규, 1994, p.62).

미지정지역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제도의 제정 

주체인 일본 국내의 미지정지역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본 국내

에서 미지정지역은 1925년에 등장하였다. 미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은 지대(地帶)가 낮고 습해서 주거지로는 적당치 않은 곳이었다. 주로 공

업지역 주변에 위치하여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악취가 주거지역에까

지 미치지 못하게 막는 완충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지정지역에는 상

점, 중소형 공장, 주택이 혼재하는 등 여러 가지 토지 용도가 혼합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중소공장 비율이 제일 높아서 경공업적 성격을 띤 지

역으로 추정되고 있다(杉田早苗, 2004, p.935).

한국 미지정지역의 성격은 일본 국내의 그것과 비슷했다. 한국에서 미

지정지역은 1939년에 처음 지정되어 13년 간 존속한 후 1952년에 폐지

되었다. 법적 근거가 없었음에도 용도지역 지정이 이루어진 특수한 유형

이다. 五島寧(2015a)는 미지정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그 어느 지역으

로도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고 정의했다. 이명규(1994)는 미지정지역

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의를 내렸다. 그는 미지정지역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공장을 지을 수 있었던 지역이라고 설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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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시 상업지역에는 원동기 마력 수가 15마력 이하인 공장만 지을 수 

있었고, 공업지역에는 50마력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공장만 건설할 수 

있었다. 15마력에서 50마력 사이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공장을 지을 지

역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미지정지역이었다는 것이다(이명규, 

1994). 이를 근거로 이병렬(1990)과 염복규(2009)는 미지정지역을 경공업

적 성격을 띠는 지역이라고 규정하였다.8) 염복규(2009)는 1939년 용도지

역 지정 도면을 분석하여 미지정지역이 공업지역을 둘러싸는 형태로 지

정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요컨대 식민지 조선의 미지정지역은 일본 

국내의 그것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4-1] 이명규(1994)의 미지정지역 정의

2. 미지정지역의 후신으로서의 혼합지역

혼합지역은 일제 강점기 조선에서는 제도화되었지만 일본에는 존재하

지 않았던 용도지역으로, 1940년 조선시가지계획령 개정 때 5개 용도지

역 중 하나로 처음 도입되어 나중에 만주로 전파되었다. 혼합지역이 법

제화된 것은 1940년이었지만 1922년에 대구와 원산의 도시계획조사서에 

혼합지역이라는 명칭이 등장하는 걸로 보아 그 개념은 이전부터 존재했

음을 알 수 있다(손정목, 1990; 윤지은, 2006).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는 혼합지역에 대해 “조선 총독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각종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제 19조의 2)고 규정했다. 해

방 후이기는 하지만 1970년 7월 24일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혼합지역을 

8) 공업지역은 중공업적 성격의 지역이라고 판단하였다(이병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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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과 주택이 혼재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선고 70다980 판결). 

“소음은 싫어하지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내에는 건축해서는 안 되는 

용도”를 혼합지역에 허용하였다고 주장한 五島寧(2015a)의 견해는 설득

력이 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볼 때 혼합지역은 미지정지역과 유사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五島寧(2015a, 2015b)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지정지역과 혼합지역을 같은 것으로 보고, 법제화되지 

않았던 미지정지역을 법으로 규정한 것이 혼합지역이라는 견해를 피력하

였다. 이런 견해는 강병기 외(1997)와 이명규(1994)에서도 발견할 수 있

다. 이들은 미지정지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 1952년에 혼합지역과 녹지

지역으로 나뉘어 지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강병기 외(1997)는 이 주장

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용도지역 지정 도면을 보면 1939

년에 지정되었던 미지정지역이 거의 그대로 1952년에 혼합지역으로 지

정되었다. 둘째, 혼합지역에는 규제가 별로 없어서 공해가 심한 공장, 화

장장, 도살장을 제외한 각종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 이는 미지정지역

의 경우와 비슷했다(강병기 외, 1997, p.14). 

[그림 4-2] 1939년 경성의 용도지역 지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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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1952년 서울의 용도지역 지정 도면

1939년과 1952년의 용도지역 지정 도면([그림 4-2], [그림 4-3])을 자

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미지정지역 중 여의도만 녹지지역으로 변경·지정

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혼합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혼합지역은 “목적의식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으며, 용도 기능 상 

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구역이었고, 실제로 주거, 상업, 공업의 적

지가 될 수 없는 지역에 지정되었다”(강병기 외, 1997). 요컨대 혼합지역

은 미지정지역의 후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940년에 제정되어 해방 전에는 지정되지 못하다가 1952년에 이르러 

처음 지정된 혼합지역은 1962년에 폐지의 수순을 밟았다. 한 가지 독특

한 점은 폐지된 지 1년 후인 1963년에 부활했다는 사실이다. 혼합지역

은 이때 부활하여 그 후 8년간 존속하다가 1971년에 이르러 완전히 폐

지되었다. 하지만 이때 부활한 혼합지역은 서울에 실제로 지정되지는 않

은 채 법령상으로만 존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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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내용 출처

1922
원산, 대구 도시계획조사서에

혼합지역 존재

손정목(1990)

윤지은(2006)

1940
조선시가지계획령 개정 때

혼합지역 도입

법령 원문

강병기 외(1997)

五島寧(2015a)

1952 서울 내 최초로 혼합지역 지정 내무부고시 제 23호

1962
도시계획법 제정 때 

혼합지역 폐지

법령 원문

이명규(1994)

강병기 외(1997) 등

1963
도시계획법 개정 때 부활하여

8년간 유지

법령 원문

윤지은(2006)

1971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 때 폐지
법령 원문

강병기 외(1997)

[표 4-1] 한국 혼합지역의 흐름

제2절 준공업지역·준주거지역

1. 준공업지역

1) 준공업지역의 지정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에 의해 처음 제

도화되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법 제정 2년 후인 1964년 8월 14일에 

발표된 건설부 고시 제 1301호에서 처음 등장한다.9) 처음에는 서울에 

9) 관보 3817호, 건설부고시 1,301호. 그 전에도 일부 존재한 것으로 보이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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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따로 지정되었지만, 나중에는 준공업지역만 남

게 되었다.10) 한편 준주거지역은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서울에서 

지정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강병기 외(1997)는 미지정지역과 혼합지역 사이의 연

관성을 1939년과 1952년의 용도지역 지정 도면을 통해서 밝혔지만, 그 

이후 준지역(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해서는 개

념적 연관성만을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1952

년의 용도지역 지정 도면과 1964년의 그것을 비교해보면([그림 4-3], [그

림 4-4] 참조), 준공업지역은 1952년에 지정된 혼합지역의 연장임을 확

인할 수 있다. 1964년 도면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서울의 공간적 

범위가 확장된 점과, 혼합지역이 사라지고 준공업지역이 등장했다는 점

이다. 이때 지정된 준공업지역의 위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혼합지역과 

겹치는 부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도면 대조 결과, 1952년의 혼합지

역 중 일부(여의도 주변부)는 1964년에 녹지지역으로 바뀌었고, 그 외에

는 대부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었다. 즉, 혼합지역은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변경된 것이다. 

또 서울시 면적 확대에 따라 준공업지역의 면적도 확대되었는데, 확대

된 준공업지역의 위치를 확인해보면 기존 혼합지역의 위치에서부터 확장

된 것을 알 수 있다. 준공업지역은 기존의 혼합지역이었던 곳이거나, 혼

합지역을 기점으로 확장된 지역인 것이다.  

보에 기록된 내용 중에는 이때가 처음이다. 

10) 서울에는 공업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이나 다른 도시에서는 전용공업지역이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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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1964년 서울의 용도지역 지정 도면

[그림 4-5] 서울시 구역 내 용도 혼합의 지정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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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66년부터 1978년에 일어난 준공업지역 면적 변화

1960년대 대한민국 관보 기사에서 용도지역제 관련 고시를 조사한 결

과, 서울에서는 1964년부터 준공업지역이 지정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964년부터 1966년 7월까지 서울시의 공간적 범위가 확대

되면서 준공업지역의 면적도 29,410,000㎡에서 87,559,500㎡로 급격히 

늘어났다11). 이때부터 1978년까지 12년 동안의 준공업지역 관련 고시를 

검토한 결과, 다른 용도지역과는 달리 준공업지역만 지속적으로 면적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기간 동안에 준공업지역에서 제외된 곳

은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 1978년 

서울의 준공업지역 면적은 30,982,423㎡로 줄어들었다. 1966년 면적의 

약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면적이 60%이상 감소한 후 10년 동안 

준공업지역의 면적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즉, 1988년까지 준공업지역

의 면적은 31,000,000㎡ 정도로 유지되었다([그림 4-6], [그림 4-7] 참

조). 

용도 혼합의 관점에서 1960년대 이후 서울 준공업지역 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의 준공업지역 중에서 주거, 상업, 녹지의 성격이 강했던 

곳들은 12년 사이에 모두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

다. 1978년 이후에는 더 이상 용도를 순화할 수 없는 지역, 즉 서울에서 

용도 혼합의 성격이 가장 강한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남은 셈이다.  

즉,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진 혼합적 성격의 용도지역은 준공업지역에 유

일하게 남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별첨1> 참조). 

11) 관보 제 4389호(1966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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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1962년에서 1988년까지의 준공업지역 면적 분석

[그림 4-7] 1962년 이후 준공업지역의 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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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1970년 이후의 서울시 용도지역 지정 도면

2. 준주거지역의 변천과 지역 지정의 특징

1) 준주거지역의 변천

준공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준주거지역의 법제화는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지역 지정은 14년 뒤인 1976년에 행해졌

다. 1976년 3월 27일에 발표된 건설부고시 제 37호에서는 전국의 용도

지역을 대대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고시에 의거하여 1976년 4월 15일 

발표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 78호에서는 준주거지역을 310,735㎡ 지정하

였다. 지정 지역은 서대문구 역촌동·응암동·녹번동 일부로 기존의 상업지

역이었던 곳이다. 1976년 7월 16일에 발표된 서울특별시고시 제 166호

에서는 주거지역이었던 성북구 종암동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도

봉구 창동과 중구 신당동, 서대문구 수색동의 일부 지역을 상업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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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으로 변경·지정하였는데, 이때 지정된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총 359,900㎡이었다. 1976년 7월 19일에 발표된 건설부 고시 제 109호

에서는 기존 주거지역 중 14,000㎡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 이 

14,000㎡는 혜화전화국 부지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 174호). 이때 서울 

시내 준주거지역의 전체 면적은 1,381,585㎡이었다. 1976년 8월 28일 

건설부 고시 제 139호에서도 준주거지역을 지정했다. 이때는 주거지역 

3,308,900㎡ 중 2,998,100㎡를 주거전용지역으로, 310,800㎡를 준주거지

역으로 나누어 지정했다. 

1977년 1월 31일에 발표된 건설부 고시 제 14호는 서울 시내 용도지

역을 전반적으로 변경했는데, 이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면

적이 감소하고, 주거전용지역과 준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증가하였다. 

이때 증가된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565,250㎡으로, 변경 후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총 2,261,985㎡가 되었다. 또한 1978년 10월 2일에 발표된 건설

부고시 제 295호에서는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을 줄여서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했다. 

1980년 3월 29일에는 마포구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0호에 의하면, 마포구 도화동 39번지 일대는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마포동 35번지 일대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으로 변경되었고, 그 면적은 47,300㎡이었다. 1980년 6월 30일에는 준

주거지역 면적이 2,500㎡증가하여 총 2,655,085㎡가 되었다. 이때 변경

된 지역은 종로구 계동 일부로 기존에는 상업지역이었던 곳이다(1980년 

8월 19일의 서울특별시 고시 제 236호). 1980년 11월 20일 관보 8697

호에는 서울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결정조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내용은 주거지역의 일부가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이때 증가한 준주거지역의 면적은 413,500㎡이었다. 1982년 1월 

9일에 고시된 건설부 고시 제 13호에서도  주거지역의 일부를 준주거지

역으로 변경했는데, 그 면적은 152,952㎡이었다. 1983년 12월 30일에 

고시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 720호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61,066㎡

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1984년 1월 7일에 발표된 서울특별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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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 2호에서는 중림동(175번지, 424번지) 일대를 주거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13,104㎡) 변경하고, 1984년 1월 4일에 발표된 서울특별시 고

시 제 3호에서는 주거지역 82,657㎡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발표

했다(<별첨 2> 참조). 

2) 준주거지역 지정의 특징 

1976년부터 1984년까지의 준주거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정 

초기에는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1980

년대에 이르면 대개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물론 준공업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표 4-2] 

참조). 준주거지역의 기원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었던 셈이

다. 

[그림 4-9] 1976년부터 1982년까지의 서울 내 준주거지역 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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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은 혼합지역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강병기 외, 1997) 

기존의 혼합지역과는 무관하게 지역 지정이 이뤄졌다. 그것은 아마도 준

주거지역의 지정이 준공업지역에 비해 10년 이상 늦었기 때문일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둘 다 혼합적 용도지역의 성격

을 가졌지만, 준공업지역은 대체로 기존의 혼합지역에 지정된 반면 준주

거지역은 혼합지역과 무관한 지역에 지정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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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관보 시보

날짜 고시 번호
고시 

면적(㎡)
날짜 고시 번호

실제 변경 
면적(㎡)

지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설부 고시 제 37호
(원본 없음)

1976.04.15
서울특별시

고시 제78호
310,735

서대문구 역촌동
응암동, 녹번동 일부

주거지역→준주거지역

1976.07.16
서울특별시

고시 제166호

91,200 성북구 종암동

상업지역→준주거지역 163,500 도봉구 창동

상업지역→준주거지역 64,800 중구 신당동

상업지역→준주거지역 40,400 서대문구 수색동

상업지역→준주거지역 1977.04.19
서울특별시

고시 제113호
75,000 신설동~삼성동 간

주거지역→준주거지역 1976.07.19
건설부 고시

제 109호
14,000 1976.07.26

서울특별시
고시 제174호

14,000
종로구 연건동 

128번지
(혜화전화국)

주거지역→준주거지역 1976.08.26
건설부 고시

제 139호
310,800 관련 시보 없음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준주거지역

1977.01.31
건설부 고시

제 14호
565,250 1977.02.25

서울특별시
고시 제46호

45,600 성동구 구의동 220

67,400 성동구 화양동 21

75,250 관악구 동작동 24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상업지역

1978.10.02
건설부 고시

제295호
117,300 1979.01.31

서울특별시
고시 제47호 

134,300

동대문구 장안동 
53구획, 173구획
성동구 군자동 

183구획

-17,000 동대문구 답십리동

준공업지역→준주거지역 1978.12.07
건설부 고시

제393호
188,000 1982.03.11

서울특별시
고시 제107호

188,000 구로구 신도림동

상업지역→준주거지역
주거지역→준주거지역

1980.03.06
건설부 고시

제66호
47,300 1980.03.29

서울특별시
고시 제110호

4,080 마포동 35번지

[표 4-2] 대한민국 관보에서 주거전용지역 지정 관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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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0 마포동 35번지

상업지역→준주거지역 1980.06.30
건설부 고시

제191호
2,500 1980.08.19

서울특별시
고시 제295호

2,500 종로구 계동 147

주거지역→준주거지역 1980.11.17
건설부 고시

제382호
413,500 관련 시보 없음

주거지역→준주거지역 1981.06.12
건설부 고시

제204호
7,920 1981.06.12

서울특별시
고시 제227호

7,920 은평구 대조동 2번지

주거지역→준주거지역 1982.01.09
건설부 고시

제13호
152,952

1984.01.07
서울특별시
고시 제2호

13,104
중림동(175, 156-1, 

424번지)

1984.01.06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

82,657 .

1984.02.29
서울특별시

고시 제112호
69,553 충정로 2, 3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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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소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혼합적 용도지역의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시작은 1939년에 지정된 미지정지역이었다. 그 후 1952년에 미지정

지역은 사라지고 그곳은 혼합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나뉘어 지정되었다(이

명규, 1994). 이때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여의도를 제외하고 기존의 미지

정지역은 대부분 혼합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혼합지역은 미지정지역의 또 

다른 이름이었을 뿐 동일한 성격을 가진 용도지역이었다. 1962년에는 

혼합지역도 사라지고 그곳은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나뉘어 지정되

었다. 이때 지정된 녹지지역은 여의도 주변부였다. 이 지역을 제외한 혼

합지역은 대부분 준공업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서울시의 면적 확대로 새

롭게 편입된 곳에 지정된 준공업지역은 대개 기존 혼합지역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인근에 지정되었다. 

1966년까지 형성된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은 그 후 12년 간 꾸준히 면

적이 감소하여, 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변경되었

지만, 1978년부터는 면적이 변화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1966~78년 사이에 준공업지역 안에 존재했던 주거지, 상업지, 녹지가 주

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리되었다. 서울에서 더 이상 용도를 

순화할 수 없는 지역, 즉 가장 용도 혼합적 성격을 띠고 있는 지역만 준

공업지역으로 남았다. 

반면 준주거지역은 개념상 준공업지역과 같은 혼합적 성격의 용도지역

으로, 함께 법제화되었지만, 실제 용도지역 지정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

렸다. 준주거지역 지정 현황을 검토한 결과, 그것은 기존의 상업지역, 주

거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파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준공업지역과는 달리, 

준주거지역은 기존의 혼합지역을 계승하지 않았다. 준주거지역은 개념적

으로는 혼합적 성격을 갖는 용도지역이지만, 실제 지정 시에는 기존의 

혼합지역과 무관하게 지정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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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용도 혼합의 흐름

[그림 4-11] 준주거지역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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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용도 순화의 흐름

제1절 특별지구에 관한 연구

1. 국내의 특별지구 연구

용도지역이 도시의 용도 순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더 나아가 

하나의 용도만을 특화하기 위한 제도도 존재한다. 그것은 조선시가지계

획령의 특별지구제도와 현재의 전용지역제도이다. 이 장에서는 이 둘의 

관계를 조사하여 순화적 용도지역제의 변천 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특별지구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때 공업지역 내에 도입되

었다. 1940년 계획령 개정 때에는 주거, 상업, 공업, 혼합지역 내에 특별

지구를 도입할 수 있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법령으로만 제정되었을 뿐, 

실제로 지정되지 않았기에 당시의 관련 사례나 신문 기사를 찾기 어렵

다. 또한 국내 관련 연구들에서도 특별지구에 관하여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이병렬(1990)과 윤지은(2006)에서는 ‘특별지역’이라고 

하여 특별지구와 개념은 유사하지만 다른 종류의 지역만을 언급하였으

며, 이명규(1994)에서는 특별지구에 대해 간략하게만 소개하였다. 

반면 일본은 특별지구제도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특별지구제도가 운용

되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의 용도지역제를 연구한 학자들은 특별지구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일본의 특별지구제도의 도입과 

변천 과정을 조사하여, 그것을 한국의 용도지역제에 투영하여 해석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 이유는 일본이 조선

시가지계획령의 제정 주체로, 당시 일본의 법령과 유사하게 조선에 적용

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특별지구 관련 내용을 이해한다면 당시 우리나라

의 특별지구의 성격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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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 작성

년도
특별지구 
언급 여부 

설명

이병렬 1990 X '특별지역‘에 대해서만 언급

이명규 1994 O

윤지은 2006 X '특별지역‘에 대해서만 언급

김흥순 2007 X

윤희철 2013 X

[표 5-1] 관련 연구자들의 특별지구 언급 여부

2. 특별지구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 차이

특별지구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五島寧은 두 

권의 저서에서 특별지구와 전용지역을 동일한 제도로 보고 있었다. 그는 

“대만에서는 1936년 법령 제정 때부터 전용지역화를 가능하게 하는 ‘특

별지구’제도가 주거, 상업, 공업 모든 지역에 있었다.”(五島寧, 2015b)라

고 했으며, “일본에서는 1938년에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내에 전용지역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1940년에 전용지역이 기

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五島寧, 2015a). 岡本祐輝는 일본 용도지역

에서 특별지구라는 큰 범주 안에 공업전용지구를 포함하고 있었다(岡本

祐輝, 2007).

반면, 이명규(1994)는 일본에서는 공업지역 내 특별지구와 공업전용지

구를 각각 지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坂真哉(2006)의 논문에

서도 전용지구(지역)과 특별지구를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즉, 특별

지구와 전용지역을 다른 제도로 간주한 것이다. 

왜 이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 특별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특별지구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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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논문 작성 년도 전용지역과 특별지구의 개념

五島寧 2015 전용지역 = 특별지구

岡本祐輝 2007 전용지구 ⊂ 특별지구

이명규 1994 전용지구 ≠ 특별지구

坂真哉 2006 전용지구 ≠ 특별지구

[표 5-2] 관련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전용지역(지구)과 특별지구의 관계

3. 특별지구와 전용지구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공업지역 내 특별지구에 대해서 이명규(1994)는 “현저히 위생상 그리

고 보안상 위험이 있는 공장 및 창고를 집합하려고 지정”한 지역이라고 

정의하였다. 坂真哉(2006)은 “공업지역이 모든 건축물의 건축이 인정된

다는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지구를 지정”하였다고 설명하며, “특히 

보안상, 위생상 유해의 정도가 심한 것을 분리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업전용지구에 대한 정의는 어땠을까. 공업전용지

구는 “매립지, 운하 근처 지역 등 공업적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업의 진출 확대를 가로막는 주택 및 기타 시설을 배제하기 위

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坂真哉, 2006; 堀內亨一, 1978). 이렇듯 공업지

역 내 특별지구와 공업전용지구의 정의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추가로, 堀內亨一(1978)에서는 주거전용지구의 정의도 등장한다. 주거

전용지구는 “주택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주택 및 일상생활에 직접 필요

한 시설만을 허용”한 지구로, “주거 전용의 용도 순화를 위해 도입” 되

었다. 

즉, 특별지구와 전용지구(지역)은 용도 순화를 위해 그 지역 안에 다른 

기능의 건축물을 배제하는 목적을 가진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공업

지역 내 특별지구나, 공업전용지구는 유사한 개념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특별지구와 전용지구(지역)을 동일한 제도로 간

주한 五島寧(2015a, 2015b)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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岡本祐輝(2007)와, 坂真哉(2006), 堀內亨一(1978)는 특별지구와 전용지구

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일본의 특별지

구와 전용지구의 역사를 살펴보자. 

제2절 20세기 전반 일본의 특별지구

1. 일본 특별지구의 변천 과정 

일본에서는 공업지역 내에 특별지구가 1919년에 도입되었다. 주거, 상

업, 공업지역 중 공업지역에만 특별지구가 존재했으며, 그 안에는 갑종

특별지구와 을종특별지구가 존재하였다(이명규, 1994). 특별지구의 위치

는 주로 시 중심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러 하천 및 운하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곳과 구릉지가 선호되었다. “화약, 에테르의 제조 

등 보안 상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공장”은 갑종특별지구에만 가능했으며, 

“황산, 초산, 동물질 비료의 제조 등 위생 상 오수나 악취가 발생할 우

려가 있는 공장”은 을종특별지구에만 건설이 가능했다(堀內亨一, 1978).

그 뒤 1940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공업전용지구가 새로이 추가되었

다. 이때 공업지역 내 특별지구는 사라지지 않고 존재했기에 공업지역 

내 특별지구와 공업전용지구가 공존하게 되었다. 공업전용지구의 도입 

배경은 “주거와 공업이 혼연일체가 된 공업지대에서, 공업집단과 노동자

주택 집단이 분리되면서 순수한 공업지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기에 주거전용지구도 도입되는데, 이것은 새롭게 형성된 순수한 주택

지의 안녕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이후에는 ‘특별용도지구’라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1946년에는 ‘특별용

도지구’라는 범주 안에 공관지구, 항만지구, 문교지구12), 소비환흥지구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1950년에 건축기준법이 제정되면서 ‘특

12) 문교지구는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학원지구의 환경정비를 위해 용도제한을 

실시하는 지구”이다(坂真哉,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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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용도지구’라는 것이 법으로 창설되었다. 기존의 특별지구는 주거, 상

업, 공업지역 내에 존재했는데, 이 때 창설된 특별지구는 주거, 상업, 공

업지역에서 벗어나 용도지역제와 같은 위계로 제정되었다. 이 때 제정된 

특별용도지구는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공업전용지구는 유

지된 채, 공업지역 내 특별지구는 폐지되고 특별공업지구가 창설되었다. 

또한 특별용도지구 내 문교지구 등이 제도화되었다(岡本祐輝, 2004; 坂

真哉, 2006). 

여기서 세 가지 의문점이 생긴다. 첫째는 ‘특별용도지구’가 과연 무엇

인가 하는 점이며, 둘째는, ‘공업지역 내 특별지구’와 ‘공업전용지구’의 

개념이 유사한데 왜 두 개가 각각 제정된 뒤 공존 했을까?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문교지구’나 ‘항만지구’도 ‘특별지구’라고 하고, ‘공

업지역 내 특별지구’도 ‘특별지구’라고 명명한다는 점이다. 문교지구나 

항만지구는 학교나 항만 등의 특수한 지역에 맞게 용도지역 규제 강화 

와 완화 모두 가능한 제도이다. 반면 공업지역 내 특별지구는 공업지역 

내에서 공업만을 집적시키는, 용도 순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이

다. 이렇듯 둘의 개념은 서로 차이가 있는데, 왜 두 가지를 모두 특별지

구라고 명명하는 것일까?

첫 번째 의문인 ‘특별용도지구’에 대해 살펴보자. 1945년 이전, 일본과 

일본의 식민지에서는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내에 특별지구가 존재하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실제 지정도 그 지역 내에만 지정이 가능했고, 다른

지역으로 그 영역이 넘어갈 수 없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1946년에 

일본에서는 건축법 초안이 만들어지는데, 이 때 특별용도지역라는 제도

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특별용도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과 같은 위

계로 존재하는 지역으로,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넘나들며 지정이 가능

한 제도였다. 하지만 이 초안은 실제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50년에 제정된 건축기준법에서는 특별용도지구의 위상이 더 높

아져서 용도지역과 위계가 나란하게 되었다. 즉, 기존에 주거, 상업, 공

업 내에서만 지정이 가능했던 특별지구는 그 범주를 넘어서 용도지역의 

지정과는 별개로 운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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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일본의 특별지구 변천 과정

그림 출처: 岡本祐輝, 2004

둘째, 현재 일본은 특별공업지구와 공업전용지구가 공존하는 형태이

다. 여기서 ‘특별공업지구(공업지역 내 특별지구에서 발전한 개념)’와 ‘공

업전용지구’의 차이점은, 전용공업지구는 그 규정이 도시계획법에 명시

되어 있으며, 용도제한 관련 규제는 건축기준법 시행령에 존재한다. 즉, 

용도제한이 법으로 규정된 것으로 변경이 불가하다. 이는 용도 순화를 

위한 전용성의 개념이 우세하다고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특별용도지구 

내 특별공업지구는 그 종류가 도시계획법에 정해져 있지만, 각 종류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가 있다. 즉, 용도 순화 및 

혼합이 모두 가능한 지역으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것은 지방자

치단체에서 정하는 것이다. 즉, 이는 용도순화의 개념이기보다는 특수성

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항만지구나 문교지구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구제이다. 

반면, 공업지역 내 특별지구의 경우는 공장을 집합하기 위한 곳으로 용

도 순화의 성격을 가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성격이 다른 두 지구제를 

특별지구라고 칭하는 것을 바탕으로 특별지구의 특성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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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지구의 개념

일본 국내에 도입된 초기의 특별지구는 문교지구, 항만지구, 공항지구 

등 특수한 성격의 지구제도 포함하며, 공장이나 주택을 집합하는 전용성

도 포함하고 있었다. 실제로 杉田早苗(2004)는 특별지구를 “전용성과 구

체적 토지 이용의 실현”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여기서 구체적 토지 이

용의 실현은 특수성의 의미라고 판단이 가능하므로, 특별지구는 ‘전용성’

과 ‘특수성’이 결합된 개념인 것이다.  

[그림 5-2] 특별지구의 개념

특별지구에서 전용적 성격이 우세한지구제는 주거지역 내 특별지구, 

공업지역 내 특별지구 등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역 내에서 

특정한 용도의 건축물만을 집합시키기 위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특별

지구의 이러한 전용적 성격은 이후 특별지구에서 분리되어 전용지구라는 

별개의 지구제로 제정되어 발전하였다.  

반대로 특수성이 우세한 특별지구의 종류로는 공관지구, 문교지구, 환

흥지구, 항만지구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항구나 공항 등 특수한 기능

을 담당하는 지역 주변에 지정되어 그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규

제를 조정하는 지역이다. 이들은 이후 일본 내에서 특별용도지구로 발전

하였다. 즉, 현재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특별용도지구는 전용성의 개

념은 거의 없고(전용지구가 그 역할을 대신함), 특수성의 개념만을 보유

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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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념을 바탕으로 특별지구에 대해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던 4명 

학자들의 의견을 다시 보면, 특별지구와 전용지구를 같은 것이라고 주장

한 五島寧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五島寧은 1945년 이전의 특별지구 

중심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정된 특별용도지구의 개념은 

연구 범주에 들어있지 않다. 즉 그는 특별지구의 초기 특성(전용성의 개

념이 포함된)을 바탕으로 주장한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의 특별지구와 

전용지구는 도입 배경과 정의가 유사했다.   

특별지구 내에 전용지구가 포함된다고 해석한 岡本祐輝의 주장 또한, 

특별지구 도입 초기의 개념을 바탕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판단이 가능하

다. 특별지구에는 전용성과 특수성의 개념이 공존했기 때문에, 전용지구

는 특별지구 내에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전용지구와 특별

지구는 형제 관계인 셈이다. 

반면, 전용지구와 특별지구를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한 坂真哉와 이

명규는 법령을 바탕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법령에서는 특별지구와 

전용지구를 서로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명규(1994)는 연구 자료

로 1900년대 초반의 일본의 도시 관련법과,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원문을 

이용하였고, 坂真哉(2006)도 일본 법령 원문을 이용하였다.

4명의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각각의 연구 시점에

서 판단했을 때 모두 타당성이 있는 주장이었다. 이렇듯 특별지구는 구

체적으로 어떤 지역이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복합적 성격의 지

구제였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성격이 변했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지구 안에 전용성의 개념과 특수성의 개념이 다 포함되어있다는 

점과, 시간이 흐르면서 두 특성이 분리되는 현상은 한국에서도 나타난

다. 이 다음 절에서는 한국의 특별지구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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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일본 국내의 특별지구와 전용지구(지역)의 관계

제3절 한국의 특별지구와 전용지역 

1.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 기록된 ‘특별지역’

조선의 특별지구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서, 특별지역의 개념을 먼

저 설명하고자 한다. ‘특별지역’과 ‘특별지구’는 명칭은 유사하지만, 그 

특성과 시기에서 차이가 있다. 1934년 특별지구가 도입되기 이전인 

1928년에 특별지역이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 등장했다.13) 경성도시계획

조사서를 바탕으로 손정목(1990)과 이병렬(1990), 윤지은(2006)은 특별지

역에 대해 언급하였다. 

경성도시계획조사서는 특별지역을 “관공서와 공관, 학교, 철도, 군용지 

13) ‘경성도시계획조사서’란 1928년에 경성부청(현재의 서울특별시청)에서 발간

한 도시계획서로, 당시의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제시한 책이다. 하

지만 당시 도시계획 사업은 총독부 관할이어서, 이 책의 내용은 실현되지 못했

다. 하지만 이 책은 그 시절의 현황과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파악할 수 있기

에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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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기에 추가로 한강 범람 침수구역과 75m 이상

의 급수불능구역을 합산한 지역이었다.”(경성도시계획조사서, p.96)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경성에서 특별지역으로 포함된 지역을 살펴보면 

관공서, 철도, 육군, 왕실 등 특수한 지역을 특별지역으로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경성도시계획조사서의 특별지역은 특별지구의 전용성과 

특수성의 개념 중 특수성이 더 우세한 지역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1928

년 당시 경성부 내 특별지구는 경성부 총 면적의 57%에 해당하는 면적

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경성 내 특별지역으로 간주된 지역은, 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세종로 일대(윤지은, 2006, p.19)와, 또 남대문통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 

등(경성도시계획조사서, p.77) 이었다고 한다. 

[그림 5-4]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서의 특별지역 면적과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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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지구와 전용지역의 관계

경성도시계획조사서의 특별지역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때 

반영되지 못하고, 계획령에서는 특별지구제도가 도입되었다. 제정 당시

에는 공업지역 내에서만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1940년 개정 

때 4개 지역에서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확대되었다. 이 때 도입된 

특별지구는 지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으로만 존재하던 4종의 

특별지구는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때 폐지되고, 공업전용지역과 주거

전용지역이 등장하였다. 일본에서는 특별지구와 전용지구가 공존하는 형

태였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지구가 소멸되면서 전용지역이 제정된 것

이다.

[그림 5-5] 우리나라의 특별지구와 전용지역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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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62년 이후 전용지역제의 도입

1) 주거전용지역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때 주거전용지역과 공업전용지역이 도입되었

지만 공업전용지역은 서울 내에서 지정되지 않았고, 주거전용지역은 제

정 11년 뒤인 1973년에 이르러서야 서울 내에 지정되었다. 대한민국 관

보의 주거전용지역 지정 현황을 조사하여 주거전용지역이 서울 시내에 

어떤 경위로 지정되었는지 살펴보자.  

1973년 2월 28일에 고시된 건설부 고시 제 72호에서 주거전용지역이 

처음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에서 1,040,612㎡

을 주거전용지역으로 변경한 것이었다. 이 고시는 이후 1978년에 이르

러서야 실제로 행해진다. 1978년 2월 28일에 고시된 서울특별시 고시 

제 67호에 따르면, 실제 주거전용지역으로 변경된 면적은 936,422㎡로 

지정 지역은 성동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주변 일대였다. 두 번째로 지정

된 주거전용지역은 1976년 8월 26일에 고시된 건설부 고시 제 139호에

서였다. 이 때 고시된 면적은 2,998,100㎡으로, 이 고시는 1977년 2월 

21일과 2월 25일, 두 번에 걸쳐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 41호에

서는 종로구 평창과 구기동, 용산구 이태원동이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

되었으며, 그 면적은 1,568,700㎡이었다. 25일에 고시된 서울특별시 고

시 제 46호에서는 용산구 한남동 657일대와 서대문구 연희동이 지정되

었다. 1977년 1월 31일에는 건설부 고시 제 14호가 고시되었는데, 주거

지역에서 주거전용지역으로 1,335,700㎡의 면적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 46호와 61호에 의해서 실제로 지정이 

되었다. 1977년 3월 8일에 고시된 제 61호는 강남 영동지구 일원을 주

거전용지역으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였고, 그 면적은 1,172,200㎡이었다. 

이 후 1980년 11월에는 건설부 고시 제 382호가 고시되었는데, 주거지

역에서 주거전용지역으로 413,500㎡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었다(<별첨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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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변경

관보 시보

날짜 고시 번호 고시면적(㎡) 날짜 고시 번호
실제 변경

면적(㎡)
지역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
1973.

02.28

건설부고시

제72호
1,040,612

1978.

02.28

서울특별시고시

제67호
936,422

성동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주변 일대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
1976.

08.26

건설부고시

제139호
2,998,100

1977.

02.21

서울특별시고시

제41호

1,160,000 종로구 평창, 구기동

408,700 용산구 이태원동

1977.

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46호

163,500 용산구 한남동 657 일대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
1977.

01.31

건설부고시

제14호
1,335,700

371,400 서대문구 연희동

1980.

03.08

서울특별시고시

제61호
1,172,200 강남 영동지구 일원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1980.

03.06

건설부고시

제66호
-41,900

1980.

03.29

서울특별시고시

제110호
-41,900 용산구 한남동 690 일대

주거전용지역→주거지역
1980.

08.01

건설부고시

제234호
-3,436

1980.

08.19

서울특별시고시

제295호
-3,436

성북구 성북동

330-476 일대

[표 5-3] 대한민국 관보에서 주거전용지역 지정 관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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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건설부 고시 제 66호(1980년 3월 6일)에서는 주거전용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있었다. 이 때 변경된 면적은 41,900㎡으

로 그 지역은 용산구 한남동 690일대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 11호, 

1980년 3월 29일). 1980년 8월 1일에 고시된 건설부 고시 제 234호에서

도 주거전용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3,436㎡의 면적이 변경 지정되었다. 

그 지역은 성북구 성북동 일대였다. 

주거전용지역이 서울에 처음 도입된 시기부터 1980년 초반까지 지정 

및 변경 고시를 조사하여 주거전용지역은 모두 주거지역에서 나온 것을 

확인했다.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 주거지역 등 다양한 지역에서 파생

된 준주거지역의 특성과는 다르게, 주거전용지역은 면적 교환이 순수하

게 주거지역이랑만 이루어진 것이다. 주거전용지역의 이러한 특성은 주

거지역 내에서 지정이 가능했던 특별지구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림 5-6] 1970년 대 서울시 내 주거전용지역 지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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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전용지역

공업전용지역은 다른 지역에서는 지정되어 운용되었지만, 서울에서는 

지정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공간적 범위를 서울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공업전용지역 부분은 연구에서 제외한다. 

3) 명칭 변경 및 세분화 과정

전용지역에 대한 명칭 변경도 있었다. 1962년 제정 때에는 주거전용지

역과 공업전용지역이라는 명칭으로 도입되었지만, 1973년 3월 21일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 때 공업전용지역은 전용공업지역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주거전용지역은 1988년 3월 1일의 시행령 개정 때 전용주

거지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 2000년 7월 1일의 시행령 개정 

때, 전용주거지역 내에 제 1종 전용주거지역과 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세분화되었다. 

4) 기타 지구들

주거전용지역과 공업전용지역은 특별지구의 두 가지 개념 중 전용성의 

개념이 특화된 지역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특별지구의 특수성 개

념은 소멸된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1962년에 교육지구나 1971년에 도

입된 업무지구, 림항지구(임항지구), 그리고 1973년에 도입된 공항지구 

등 우리나라에서도 특수한 성격의 지구제가 존재했다. 즉, 특별지구가 

폐지된 후에도 특수한 성격의 지역지구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같이 ‘특별용도지구’와 같은 명칭으로 분류되어 발전한 

것은 아니었다.14)

14)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정 때 시설보호지구라는 것이 창설되

어 학교, 항만, 공항지구 등이 이 범주 안에 포함되긴 했으나, 이것은 나중 일

이다. 



- 61 -

제4절 소결

한국의 특별지구의 계보는 다음과 같다. 특별지구는 1928년 특별지역 

으로 시작하였으나, 이것은 실제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 후 1934년에 공

업지역 내 특별지구가 도입되었다. 또 1940년 계획령 개정 때 주거, 상

업, 공업, 혼합지역에 특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제로 지정

되지는 못했다. 이 후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시 특별지구제도는 폐지

되었고, 주거전용지역과 공업전용지역이 도입되었었다. 특별지구가 실제

로 지정되지 않았기에 전용지역과 특별지구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은 밝

힐 수 없다. 하지만, 五島寧(2015a, 2015b), 岡本祐輝(2004, 2007)의 주

장과, 특별지구와 전용지역의 유사한 정의 및 도입배경 등을 통해 특별

지구와 전용지역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즉, 특별지구는 전용성과 

특수성이 결합된 개념이었다. 도입 초기에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특별지구라고 명명했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이 후 특별지구에

서 전용성의 개념이 분리되었다. 결과적으로 특별지구는 전용지역의 모

태라고 볼 수 있으며, 두 제도는 유사한 점이 많다.  

[그림 5-7] 한국 특별지구와 전용지역의 흐름



- 62 -

특별지구의 복합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특별지구의 시기 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1928년의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서 언급된 특별지역

은 특수성의 개념에 가까운 지역이었다. 하지만 1934년에 도입된 공업

지역 내 특별지구는 공업지역 내에 주택지와 상가들이 출현한다는 결함

을 극복하기 위해서(五島寧, 2015a) 공장을 집적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

다. 즉, 공업지역 내 특별지구는 전용성이 우세한 개념이었고, 1940년에 

도입된 주거지역 또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때 도입된 상업

지역 내 특별지구와 혼합지역 내 특별지구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

고, 관련 자료도 전무하기에 이 두 지역의 성격을 정의내리기에는 무리

가 있다.15) 이 후 특별지구가 폐지되면서 제정된 주거전용지역과 공업전

용지역은 용도 순화를 목적으로 한 전용지역이다. 한국의 용도 순화의 

흐름은 공업지역 내 특별지구에서 주거, 공업 내 특별지구, 그리고 주거

전용지역과 공업전용지역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는 특별지구의 두 가지 개념 중 전용성의 개념이 더 우세

했다. 하지만 특수성의 개념이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1962년 이후 제정

된 교육지구나 림항지구, 공항지구 등은 모두 특수한 성격을 띠는 지구

제였다. 

서울에서의 주거전용지역의 지정은 1973년에 있었는데, 이 때 지정된 

모든 주거전용지역들은 주거지역에서 파생된 것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조선의 주거지역 내에서만 가능했던 주거지역 내 특별지구의 개념

15) 혼합지역은 우리나라와 만주에서만 존재하였고, 그 중 혼합지역 내 특별지

구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였다. 제정 주체인 일본에서는 이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합지역 내 특별지구에 대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상업지역 내 특별지구에 대해서는 岡本祐輝(2004, 2007)의 논문에서 일부 언

급되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기존에 존재했던 풍기지구가 실현 가능성이 희

박하기 때문에, 풍기지구를 상업지역 내 특별지구 안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일

본에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에서 실현되지는 못했고, 한국과 대만 

등에서만 실현되었다. 풍기지구는 풍기 문란한 유곽이나 술집을 규제하는 지구

로 유곽 등을 집적하는 전용성의 개념도 존재하지만, 유곽 및 작부는 주점 중에

서도 특수한 성격을 띠고 있기에 특수성의 개념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업지역 내 특별지구에 포함된 풍기지구는 전용성과 특수성의 개념이 혼재하

는 지구였다고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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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유사하다고 판단 가능하다. 

일본과의 차이점은, 일본은 특별지구로 시작하여 전용지구까지 이어지

는 모든 것이 지구의 범주 안에 존재했지만, 한국은 특별지구에서 시작

했지만 이 후 전용지역이라는 지역제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의 경우는 특별용도지구라고 하는 하나의 큰 범주 안에 교육지구, 임항

지구 등이 존재했다면, 한국은 큰 범주 없이 지구제 내에 여러 종류의 

특수 지구가 존재하는 형태였다. 

[그림 5-8] 용도 순화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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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논문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부터 시작된 용도지역제의 혼합적 성

격과 순화적 성격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세분화되어 가는지 파악하

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용도 혼합제도

(미지정지역, 혼합지역)과 순화 제도(특별지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

었다. 해방 후에는 혼합적 용도지역제의 성격은 준공업지역과 준주거지

역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고, 순화적 용도지역제의 성격은 주거전용지역

과 공업전용지역이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용도 혼합적 성격은 미지정지

역에서 혼합지역, 그리고 준지역으로 이어졌고, 용도 순화적 성격은 특

별지구에서 전용지역으로 이어졌다. 

이 연구는 크게 두 파트로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일제 강점기

를 대상으로 일본 통치 5개 지역의 용도지역제를 함께 검토하여 조선과, 

다른 4개 지역이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밝혔다. 우리나라에 도

입되었던 용도지역에는 세 가지의 유형이 존재했다. 첫 번째 유형은 일

본의 법령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로 미지정지역과 공업지역 내 특별지구

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다른 식민지에서 성공한 뒤 조선에 

도입된 경우로 주거지역 내 특별지구, 상업지역 내 특별지구, 녹지지역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조선에 처음 도입된 뒤 다른 지역

에 전파된 경우로 혼합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듯 5개 지역 간의 상

호 관계는 식민지 조선의 용도지역제 전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파트는 해방 후를 다루었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식민지기의 

용도 혼합과 용도 순화의 흐름이 해방 후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밝히는 

데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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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전체 개념 정리

본 논문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일본 통치 

5개 지역의 용도지역제를 함께 조사하여 그 상호 작용과 제도화의 시간

적 순서를 밝혔다는 점이다.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일제 강점기의 용도

지역제가 일본 국내 법령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데 그치

고, 연구의 공간적 범위도 국내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일본 등 

해외의 학자들은 5개 지역을 함께 다루면서 이 5개 지역의 법령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중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5개 지역의 용도지역제 제도화에 일정한 시간적 순서가 존재

했다는 사실까지 밝혔다. 5개 지역의 용도지역제는 일본 법제화 → 조선 

법제화 → 대만과 만주 법제화 → 관동주 법제화 → 조선 법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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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 법령 개정이라는 순서를 거쳐서 확산되었다.  

[그림 6-2]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

둘째, 용도 혼합의 변천과 관련하여 강병기 외(1997)는 미지정지역과 

혼합지역의 관련성을 도면 분석을 통해 밝혔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 걸

음 더 나아가 혼합지역과 준공업지역의 관련성까지 밝혔다. 그 과정에서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림 6-3] 혼합지역의 흐름 발견

셋째, 용도 순화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특별

지구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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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행 용도지역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혼합할 지역은 더 적

극적으로 혼합하고, 순화해야 할 지역은 더 순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용도 혼합적 성격이 준공업지역에 남아 있으므로 준

공업지역은 보다 적극적으로 용도 혼합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용도를 순화할 지역은 기존 현황을 면밀

히 파악하여 각 지역에 적합한 방식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특

수한 성격의 지구제 개발에도 힘써서 도시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지

역·지구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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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3817호 건설부 고시 제1031호 1964년 8월 14일

설명: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서울시에 용도지역이 처음 지정

될 때에는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이 분리되어 지정되었음

관보 제4335호 건설부 고시 제2371호 1966년 4월 29일

설명: 준공업지역 면적이 증가하여 8,737.20ha가 되었음

<별첨 1> 서울특별시 준공업지역 지정 관련 고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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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4389호 건설부 고시 제2537호 1966년 7월 5일

설명: 녹지지역의 일부(18.75ha)가 공업지역으로 변경

관보 제5411호 건설부 고시 제683호 1969년 12월 1일

설명: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 일부 ->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

관보 제5507호 건설부 고시 제144호 1970년 3월 26일

설명: 준공업지역의 987,000㎡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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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5604호 건설부 고시 제345호 1970년 7월 20일

설명: 준공업지역(10,709㎡)과 주거지역(150,545㎡) -> 상업지역으로 

변경

관보 제5818호 건설부 고시 제198호 1971년 4월 7일

설명: 원본에서 중공업지역 부분 증감이 ‘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오타로 예상. 준공업지역 중 9,299,291㎡이 감소한 것. 

준공업지역과 녹지지역의 일부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변경

관보 제6102호 건설부 고시 제90호 1972년 3월 14일

설명: 준공업지역(1,725,000㎡)과 주거지역(8,160,000㎡)이 녹지지역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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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6308호 건설부 고시 제483호 1972년 11월 16일

설명: 준공업지역(2,000,000㎡)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관보 제6325호 건설부 고시 제4524호 1972년 12월 8일

설명: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준공업지역, 1,687,500㎡)의 일

부가 녹지지역으로 변경

관보 제6224호 건설부 고시 제317호 1972년 8월 14일

설명: 준공업지역(4,607,038㎡)과 주거지역(3,194,562㎡)이 녹지지역

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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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6416호 건설부 고시 제116호 1973년 3월 31일

설명: 주거지역(282,000㎡)과 준공업지역(587,000㎡)이 녹지지역으로 

변경

관보 제6750호 건설부 고시 제137호 1974년 5월 10일

설명: 주거지역(662,590㎡)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관보 제6511호 건설부 고시 제308호 1973년 7월 25일

설명: 준공업지역(8,763,300㎡)이 녹지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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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6890호 건설부 고시 제356호 1974년 11월 4일

설명: 주거지역(38,378㎡)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관보 제7564호 건설부 고시 제14호 1977년 1월 31일

설명: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은 감소, 주거전용지역, 준주거

지역, 자연녹지지역은 증가

관보 제7122호 건설부 고시 제133호 1975년 8월 9일

설명: 주거지역(687,946㎡)과 준공업지역(3,492,000㎡)이 녹지지역으

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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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8124호 건설부 고시 제393호 1978년 12월 7일

설명: 구로공단 재정비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고시. 구로공단의 준공

업지역(1,621,190㎡)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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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7325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78호 1976년 4월 15일

설명: 상업지역의 310,735㎡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관보 제7402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166호 1976년 7월 16일

설명: 주거지역(91,200㎡), 상업지역(268,700㎡)이 준주거지역으로 변

경

관보 제7613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113호 1977년 4월 19일

설명: 상업지역의 75,000㎡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별첨 2> 서울특별시 준주거지역 지정 관련 고시 원문

건설부고시 제 37호(원본 없음)의 용도지역 일부 변경 고시에 따른 시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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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7403호 건설부 고시 제109호 1976년 7월 19일

설명: 주거지역의 14,000㎡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겠다는 고시

관보 제7409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174호 1976년 7월 26일

설명: 관보 7403호에서 고시의 실제 지정 현황. 혜화전화국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관보 제7435호 건설부 고시 제139호 1976년 8월 26일

설명: 주거지역의 일부가 주거전용지역과 준주거지역(310,800㎡)으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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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7564호 건설부 고시 제14호 1977년 1월 31일

설명: 주거, 상업, 준공업지역 면적 감소 -> 주거전용, 준주거

(565,250㎡), 자연녹지지역 면적 증가

관보 제7588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46호 1977년 2월 25일

설명: 7435호, 7564호 고시의 실제 지정. 주거지역의 일부(188,250

㎡)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관보 제8069호 건설부 고시 제295호 1978년 10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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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면적 감소 → 준주거지역(117,300㎡), 

상업지역 면적 증가 

관보 제8165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47호 1979년 1월 31일

설명: 주거지의 일부(134,300㎡)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준주거지역

의 일부(17,000㎡)이 상업지역으로 변경 = 총 준주거지역 면적 

117,300㎡ 증가

관보 제8124호 건설부 고시 제393호 1978년 12월 7일

설명: 구로공단 재정비로 인해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88,000㎡), 상업지역으로 재지정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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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8490호 건설부 고시 제66호 1980년 3월 6일

설명: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면적 감소→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47,300㎡)면적 증가 고시

관보 제8511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110호 1980년 3월 29일

관보 제9089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107호 1982년 3월 11일

설명: 8124호 고시의 실제 지정 현황. 구로구 신도림동 일대가 준주

거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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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8490호의 실제 지정 내용. 마포동 35번지 일대의 상업지역

(4,080㎡)과 주거지역(43,220㎡)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총 준주거

지역 면적 47,300㎡ 증가

관보 제8585호 건설부 고시 제191호 1980년 6월 30일

설명: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면적 감소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500㎡) 면적 증가

관보 제8625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95호 1980년 8월 19일

설명: 관보 8585호의 실제 지정 내용. 종로구 계동 147일대의 상업지

역(2,500㎡)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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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8697호 건설부 고시 제382호 1980년 11월 17일

설명: 주거지역의 일부를 준주거지역(413,500㎡),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고시

관보 제8697호 건설부 고시 제382호 1980년 11월 17일

설명: 주거지역의 일부를 준주거지역(152,952㎡)으로 변경 고시

관보 제8865호 건설부 고시 제204호 1981년 6월 12일

설명: 주거지역의 일부를 준주거지역(7,920㎡)으로 변경 고시

관보 제9171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27호 1982년 6월 18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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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8865호 고시의 실제 지정 내용. 은평구 대조동 2번지의 7,920

㎡이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

관보 제9037호 건설부 고시 제13호 1982년 1월 9일

설명: 주거지역의 일부(152,952㎡)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고

시문

관보 제9635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720호 1983년 12월 30일

설명: 9037호 고시문의 실제 지정 내용. 주거지역의 일부(61,066㎡)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

관보 제9639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호 1984년 1월 7일

설명: 9037호 고시문의 실제 지정 내용. 주거지역의 일부(13,104㎡, 

중림동 일대)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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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9641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 1984년 1월 6일

설명: 9037호 고시문의 실제 지정 내용. 주거지역의 일부(82,657㎡)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음

관보 제9685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112호 1984년 2월 29일

설명: 9635호(서울특별시 고시 제720호)의 지정 면적이 변경되었다는 

내용. 준주거지역이 61,066㎡에서 69,553㎡으로 면적이 확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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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7891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67호 1978년 2월 28일

설명: 바로 위 고시문(6391호)의 실제 지정 현황

(1,040,612㎡로 고시되었으나 실제로는 936,422㎡로 지정되었음)

관보 제7435호 건설부 고시 제139호 1976년 8월 26일

설명: 주거지역의 일부가 주거전용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고시

관보 제6391호 건설부 고시 제72호 1973년 2월 28일

설명: 주거지역의 일부(1,040,612㎡)가 주거전용지역으로 변경하겠다

는 고시

<별첨 3> 서울특별시 전용주거지역 지정 관련 고시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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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7584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41호 1977년 2월 21일

설명: 7435호 고시의 실제 지정. 주거전용지역은 모두 주거지역에서 

파생되었음

관보 제7588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46호 1977년 2월 25일

설명: 7435호, 7564호 고시의 실제 지정. 주거전용지역은 모두 주거

지역에서 파생되었음

관보 제7564호 건설부 고시 제14호 1977년 1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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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거, 상업, 준공업지역 면적 감소 -> 주거전용, 준주거, 자연

녹지지역 면적 증가

관보 제7588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46호 1977년 2월 25일

설명: 7435호, 7564호 고시의 실제 지정. 주거전용지역은 모두 주거

지역에서 파생되었음

관보 제7595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61호 1977년 3월 8일

설명: 7564호 고시의 실제 지정. 이 때에도 주거지역이 일부가 주거

전용지역으로 지정

관보 제8490호 건설부 고시 제66호 1980년 3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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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지정 변경 고시

관보 제8511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110호 1980년 3월 29일

설명: 8490호의 실제 지정 내용. 용산구 한남동의 기존 주거전용지역

(41,900㎡)이 주거지역으로 변경

관보 제8613호 건설부 고시 제234호 1980년 8월 1일

설명: 주거전용지역의 3,436㎡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고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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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 제8625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95호 1980년 8월 19일

설명: 8613호의 실제 지정 내용. 성북동 일대를 주거전용지역에서 주

거지역으로 변경



- 89 -

참 고 문 헌

1. 법령

「조선시가지계획령」, 법제처, 1934-1940.

「조선시가지계획령 시행규칙」, 법제처, 1934.

「내무부고시 제23호」, 법제처, 1952.

「도시계획법」, 법제처, 1962-2003.

「도시계획법 시행령」, 법제처, 1962-2003.

『대한민국 관보』 3817-10869호, 1964-1988.

2. 문헌

고시자와 아키라(1998), 『동경의 도시계획』, 한국경제신문사.

_______________(2006), 『도쿄 도시계획 담론』, 구미서관.

강병기·여홍구·김항집(1997), “도시계획법 체계 속의 혼합용도지역의 개

념과 규제내용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2(1).

김주야, 石田潤一郞(2009), “경성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식민도시

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4).

김흥순(2007),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에서 나타난 근대성: 조선시가지계획

령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8(4).

박병주(1998),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제 ‘녹지지역’의 적합성 검토에 관

한 연구”, 『국토계획』 33(5).

서울역사편찬원(2016), 『경성도시계획조사서』 서울시사편찬위원회. 

손정목(1990), 『일제강점기 도시계획 연구』 서울: 일지사.

양병이·김정욱·박종화(1991), “서울의 녹지보전실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환경논총』 29.

염복규(2001), “1930~40년대 경성시가지계획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학



- 90 -

교 석사학위 논문.

______(2009), “일제 하 경성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월택명(2000), 『중국의 도시계획-만주의 도시론』, 서울: 태림문화사.

윤지은(2006),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희철(2013), “일제강점기 시가지 계획의 수립과정과 집행”, 『도시연

구』 16.

이명규(1994), “한국과 일본의 도시계획제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조

선시가지계획령과 일본의 (구)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병렬(1990), “도시계획활동과 사조에 관한 연구: 개항 이후 일제시대의 

서울시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정희윤(2015), “서울시의 지역 맞춤형 용도지역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

언”,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92.

五島寧(2015a), 『日本帝國の京城計劃 1910 - 1945』, 私家版.

______(2015b), 『日本帝國の臺北計劃 1895 - 1945』, 私家版.

越沢明(1987), “台北の都市計画: 1895～1945年-日本統治期台湾の都市

計画”, 『第7回日本土木史研究発表会論文集』.

杉田早苗(2004), “都市計画法制定後から戦災復興期まで(1920年代～

1940年代)の用途地域指定の技術基準に関する研究 : 政府の計画標

準と東京の用途地域指定基準を対象に”, 『日本都市計画学会　 都市

計画論文集』 39-3.

坂真哉(2006), “建物の用途に基づいた規制について: 住宅を中心として”, 

『住宅総合研究財団研究論文集』 33. 

岡本祐輝(2004), “旧都市計画法体制における風紀問題に対する規制施策に

関する研究-「風紀地区」に関する規定の空文化過程を中心に”, 東

京大学大学院 修士論文.

________(2007), “旧都市計画法体制における風紀地区規定条文に関する



- 91 -

試論”, 『日本建築学会計両系論文集』 612.

堀內亨一(1978), 『都市計劃と用途地域制 : 東京におけるその沿革と展

望』, 東京 : 西田書店.

3. 인터넷 사이트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Abstract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Zoning and Changes of Zoning 

Classification in Korea

- Focusing on the Integration and Exclusion 

in Zoning Controls -

Jun, Chae-Eun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process of zoning policy development in five 

regions under imperial Japan, namely Japan island, Chosun, 

Taiwan, Manchuria, and Kwantung, in the early 20th century. 

This study period encompasses from when the zoning was first 

introduced in the 1930s to the 1980s when the zoning became 



further classifi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Imperial Japan 

utilized their colonial regions such as Chosun, Taiwan, 

Manchuria, and Kwantung to experiment the new urban planning 

system. The Japanese government piloted a new policy to one 

area, examined the policy effects, and implemented an improved 

version of the policy in other areas. As such, zoning in five 

regions including Japan island and four colonial regions 

developed as a single system. Put simply, Chosun's zoning 

developed under the Japanese influence and with the interactions 

among Taiwan, Manchuria, and Kwantung. After the liberation, 

Korea enacted the Urban Planning Act in 1962 on the basis of 

this system and implemented the Act for over 40 years. In 2003, 

the law was amended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 find an example of mixed-use zoning from the Street Planning 

Ordinance of Chosun in 1934, which introduced unclassified 

districts. Japan designated areas that neither belonged to 

residential districts nor commercial districts to be unclassified 

districts. Later in 1952, when mixed-zones were first introduced 

in Korea, these new zones were mostly comprised of areas that 

had once been categorized as unclassified districts. In 1962, with 

legislation of the City Planning Act, the Korean government 

abolished mixed-use zones and established semi-residential and 

semi-industrial districts. By the new law, most of old mixed-zones 

were then converted to semi-industrial districts. Semi-industrial 

districts saw reduction in terms of their size and wer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districts of residential, commercial, and 

green. The remaining semi-industrial districts in Seoul were the 



areas that had the highest level of mixed zoning and thus could 

not be subdivided into other districts. Conversely, the 

development of semi-residential areas showed contrasting process 

when compared to semi-industrial areas, despite their similarities 

in concepts. As a result, the development of integrated zoning 

controls in Korea can be understood as starting from unclassified 

districts, to mixed-use zones, and then to semi-industrial 

districts.  

Single-use zoning in Korea has its roots in the special districts 

from the Street Planning Ordinance of 1934. The Ordinance 

introduced the special districts where only factories were allowed 

to be built in the industrial district. Later, use of special districts 

expanded to residential and commercial districts. These special 

districts were layed out in the law, however, they were never 

implemented during the colonial era. Then, they were abolished 

after the liberation. The Urban Planning Act of 1962 revived the 

single-use zoning by introducing exclusive districts. 

Keywords : zoning, land use, the Street Planning Ordinance of 

Chosun, the Urban Planning Act, mixed-use zoning, single-use 

z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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