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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도시공원 법제도는 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시작하여 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약 년 동안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 동안 법제도는 도시공원을 규율 함으로써 도시공원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하거나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법제도는 사회의 거울이자 시대의 텍스트 라는 말처럼 역사적 경험을

병합시킨 실체이자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즉 한

시대의 도시공원과 그 역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변천을

고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도는 법률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동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및 자연과학의 기술

발전을 수용하는 장치이다 이에 도시공원의 전문성이 제도의 틀에 맞춰 무작정

편입되기 보다는 그 전문성을 기반으로 법제도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

맥락에서 조경 전문가의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도시공원 법제도를 진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도시공원 법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공원 법제도의 속성이 전제가 된다

도시공원 법제도란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총체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제도

라고 할 수 있다 그 속성은 첫째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법질서를

유지하지만 도시공원의 특별화를 유도한다 둘째 국가의 판단자 역할 을

하지만 도시공원의 전략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 이다 셋째

현존 질서를 유지하지만 도시공원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변화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공원 법제도는 상호 모순적인 양태를

가지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속에 도시공원을 침해 보전 이용 관리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취한다 따라서 도시공원 법제도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관련 법규와 쟁점 간의 상호 작용과 충돌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전개되어 할 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도시공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과 한계까지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공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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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도시공원의 쟁점 법제도의 개선 법제도의 한계에 초점을 두고 도시공원

법제도를 분석한다

제Ⅱ장은 도시공원 법규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으로 시대 사항

입법 과정 제정 법령 개정 법령 순으로 나누어 총 차례 제정 및 전부개정 된

법규의 조항∙조문의 변화를 검토한 후 특성을 진단하였다 ① 근대 법규인

「조선시가지계획령 년 제정 」과 「 구 도시계획법 년 개정 」은

공원에 대한 법조문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확보하고 공원

예정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적 제도 원칙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영향으로 공원 용지 내 토지소유권은 사회적 의무를 내재하게 되었고 개발이

억제 될 수 있어 정부는 한국 전쟁 이후 사라진 도시공원을 재건하고자 하였다

② 년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공원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고

관련 법조문도 갖추었다 이때부터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되었고

도시공원의 확보는 도시계획으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공원법」으로

분리된 법규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상당부분의 「공원법」 조문∙조항은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에서 차용된 것으로 이 법은 도시공원을

선도하기 보다는 기존 법률의 틀과 원리에 도시공원을 구속시켰다 그 이유는

당시 정부의 공원정책 경험의 부재로 타 법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민간의

무분별한 공원 잠식을 관리 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 도입이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③ 년 「도시공원법」이 제정되어 도시공원에 대한 독립된

법규가 만들어졌다 본래 이 법률 안 은 도시공원의 잠식과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독자적인 규정을 마련하였지만 국회 심사에서 용지 확보와 토지매수 관련

보상 조치가 삭제되면서 「도시계획법」적 틀에 따라 법조문이 구성되었다

년 국가의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규제완화 정책으로 「도시공원법」은 규제

중심에서 민원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이때부터 법령은 빈번하게 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법」 예외 조문이 신설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 제한이 완화되었고 민간의 도시공원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지원이 진행되었다 ④ 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법」을 전면 개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원정책들이

제도적으로 수용되었다 그 결과 도시계획으로 도시공원을 확보하였던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본 법률에 의거하여 공원녹지를 확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 법령에 예외적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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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들이 신설되었고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을 규정하였던 기존 개념에서

벗어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만들어졌다 전반적인 도시공원 법규의 변천을

살펴본 결과 년을 기준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독립적인 제도 수립이

이루어졌고 규제 중심의 태도가 전환되었다

제Ⅲ장은 도시공원 문제와 제도의 사실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을 찾기 위해 도시공원에 관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장은 제도

운영 기간 논의되어 왔던 관련 정책∙제도 연구 시민 참여의 문제 제기 신문

기사 법원 판례가 수집되었고 내용을 분류하여 도시공원의 확보 조성

유비관리로 유형화하였다 유형과 관련한 세부 쟁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 예정지 내 기존 건축물 도시공원의 해제 및 실효 도시공원 사업의 비용

부담 도시공원 사업의 민간 참여 도시공원의 환경 훼손 도시공원의 시민

참여 도시공원의 안전 조치로 나타났다

제Ⅳ장은 도시공원의 각 쟁점을 주제로 도시공원 현안을 인식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적 방안과의 사실 관계를 분석하여 도시공원 법제도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① 도시공원의 확보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큰 장애

요소였다 그 원인은 사유재산권을 고려하지 않은 공익 중심의 토지법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 이행에 따른 과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년 이후 정부는 민원 발생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예정지 내 기존 건축물의

행위 규제 완화 해제와 실효를 통한 도시공원 정비 민간의 도시공원 사업

유치 활성화 도시자연공원의 구역 전환 등 다양한 조치를 제도화 하였다 ②

도시공원의 조성에 있어서 도시공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정부는 민간공원 유치에 관한 제도적 지원만 제공할 뿐 이었다 ③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민간의 도시공원 사업 유치를 고려한 공원시설 설치기준이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그 결과 도시공원 내 민간투자 사업들은 공공재를

이용한 개발 이익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환경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배제되었다

이상 분석을 통해 밝혀진 도시공원 법제도의 한계는 첫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원 해소에 집중한 결과 사권의 구제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공익적

규제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둘째 자구 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추진되면서 제도적 실효성과 형평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셋째 이용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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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시민 참여 등을 고려한 도시공원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 수립이

부족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입법자들은 도시공원 법제도를 도시계획 법제도의 부속으로 

취급하여 조경 전문가의 견해와 도시공원의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반영하는데 

소극적 이었다. 또한 그들은 제도를 통해 도시공원을 선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보다는 도시계획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응급 조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첫째, 과거 공공 중심, 현재 토지소유자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도시계획적 도시공원 법제도 의 한계를 문제 삼아 향후 

도시공원 법제도의 태도는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공원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자주성을 확립할 수 있는 도시공원적 법제도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도시공원 정책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공원 사업 규제

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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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지금으로부터 170여년 전 근대 서구 사회의 시민과 정치 지도자들은 도시공원만 

발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도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제정하였다. 공공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버큰헤드 공원의 ‘Municipal Park(1841년)’과 센트럴 파크의 

‘First Park Act(1853년)’는 최초로 자치의회가 제정한 도시공원 법제도이다. 1  

이것을 근거로 서구 사회는 도시공원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토지의 소유를 

병합하고 필요한 용지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공원위원회가 설치되어 

도시공원에 필요한 사항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정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공원 관련 법제도는 1934년 일제가 제정한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시작하여 지금까지 80여년 동안 총 5차례 바뀌었다. 제령은 

다소 불명확한 공원이란 용어를 사용하였고 해방 이후 1962년 우리 정부가 입법한 

「도시계획법」으로 대체되었다.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공원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다. 1980년에 제정된 

「도시공원법」은 「자연공원법」과 분리된 것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제반 사항을 

독립된 형태로 규정하였다. 현재는 「도시공원법」을 전부 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5년, 약칭: 공원녹지법 2 )」이 시행 중에 있다. 그 동안 도시공원 

법제도는 제도권의 편입, 관련 규정의 신설, 법적인 독립과 같은 순서로 변천하였다.  

도시공원 법제도가 변천하는 동안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짧은 기간 압축 성장을 

하였다. 전국의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1972년 46.4㎢에 불과하였지만 2015년에는 

418.0㎢로 약 10배 증가하였다. 도시공원의 이용 수준도 높아졌다. 초기의 도시공원은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에 불과하였지만 지금은 체육공원, 수변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또한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이 증가하여 

이용자는 다양한 도시공원을 경험 할 수 있고 일정 공원에서는 쇼핑과 영화도 즐길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만 제한한 채 공원 개발을 무기한 지연되고 있어 공원 

                                                 
1 Heckscher, Morrison H., Creating Central Park,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2008, pp.11-17. 
2 약칭은 대한민국 법제처가 법률을 쉽게 부르기 위해 제시한 공식 명칭이다.  



2 

부족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도시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도시공원은 다른 시설에 의해 쉽게 침식당하는 유보지기도 하였다.  

조경 분야는 도시공원에 미친 법제도의 영향과 역사적 관계에 대한 논의가 빈곤한 

편이다. 도시공원사 연구는 시대별 제도와 정책 결과들을 가능한 정확하게 밝혀 의미를 

도출하고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는데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역사 연구의 다른 축인 

메커니즘과 특정 사건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추세와 경향에 대한 사회 제도의 작동을 

통찰 3 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 경향이다. 또한 도시공원 역사 연구는 법제도를 

도시공원과의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보다는 도시공원 변천의 

시대 배경 또는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사 고찰이 부재한 조경 분야와 달리 도시계획 분야는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의 변천을 오래 전부터 연구하였다. 4  『도시문제』, 『법제월보(현 법제)』 

등과 같은 학술지를 통해 학자와 공무원들은 제도의 발전 과정을 진단하여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의 선례를 기초로 입법 예고된 법(안)들이 향후 시행 과정에서 

미칠 영향과 문제점을 예견하였다. 건축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수 많은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모순된 법조문이나 현실성 없는 조항, 지키기 

어려운 조항들이 번복되는 것을 찾아 왔다.5  

법제도는 역사적 과정을 병합하는 실체로서 시대에 상응하는 개발 수법을 마련하기 

위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법제도는 사회 현상 또는 

과정의 하나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어 법학자의 전유물로 이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즉, 제도 내에 맞춰 전문성을 무작정 편입시키기 보다는 전문성이 기반이 되어 

법제도를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18년 3월이면 도시공원이 법정 용어로 사용하고 관련 규정이 제정된 지 만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2020년 7월이면 우리나라 도시공원은 대량 실효가 

                                                 
3  Barraclough, Geoffrey, Main trends of research in the social and human science, 1970, 이연규 역, 『현대 

역사학의 추세와 방법론』, (서울: 풀빛, 1983), pp.225-228. 
4 도시계획 제도사 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손정목, 윤정섭, 류해웅, 권원용 등이 있다.  

손정목,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발자취: 법제와 과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2), 1986, pp.3-12. 

윤정섭, “현대도시계획 비교연구,” 『국토계획』 21(3), 1986, pp.187-195. 류해웅, “택지개발제도의 변천과 

도시개발법제의 영향에 관한 고찰,” 『토지연구』 11(2), 2000, pp.47-60. 한정섭, “개화기 이후의 한국 

도시계획의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 115, 1983, pp.4-10. 이명규, 『한국과 일본의 도시계획제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5 건축 법제사에 관한 주요 연구자로는 한정섭, 이문보, 김영하, 김영창 등이 있다.  

한정섭, “우리 건축법의 변천과 그 문제점에 대한 연구,” 『건축』 26(4), 1982. 이문보, 『우리나라 

건축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pp.83-90. 김영하 외, 

“대한민국 건축법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획편』 14(10), 1998, pp.203-210. 

김영창, 『법철학적 측면에서 본 건축법 개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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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되어 있어 도시공원 법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예상된다. 이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 

도시공원 관련 법제도 80여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공원 법제도를 수집하고 검토하여 그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법률 전문집단의 법리와 정부 공무원의 행정 효율성의 잣대로 제도를 

해석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조경 전문가의 관점에서6 도시공원과 법제도의 상호 관계를 

논의하는 것이다. 즉, 법제도에 의해 발생한 도시공원의 쟁점을 발굴하여 제도적 원인과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법제도의 변천과 쟁점을 고찰하는 본 

연구는 향후 도시공원 제도 정비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 되기 위함이다. 

 

 

2. 분석의 틀 

 

2-1. 도시공원 법제도의 속성 

 

1) 법과 제도의 속성과 기능 

○ 법(法)7의 다의성 

일반적으로 법은 현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치의 수단으로 공급되는 국가 

행위라고 할 있다. 동시에 법은 사람들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대상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력을 수반한다. “강제력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과 

같다”라는 말이 있듯이, 법의 근본적인 속성은 강제력에 있다. 또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한다”라는 법언(法言)처럼 법적 권리를 보장 받으려면 

권리자에 상응하는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에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관계에 관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의 의무이다. 사회의 

발전으로 국가 제도와 사회 구성원간의 갈등이 불가피하면서 공동 생활의 기준으로서 

                                                 
6  조경 근거법을 연구하는 신익순은 조경 관련 법제도의 확립 과정에 대하여 1단계는 조경가 집단의 

자체적 이론 확립 과정, 2단계는 법률가 집단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경가 집단이 유도하는 단계, 

3단계는 두 전문가 집단이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합리적인 법 이론을 정립하는 단계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조경 관련 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조경가 집단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그는 보았다.  

신익순, 『국내∙외 조경 관계 법제도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p.2. 

7 법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 안경환의 책 ‘1장, 사회의 발전과 법의 역할’을 요약 및 발췌하였음을 밝힌다. 

안경환, 『법과 사회와 인권』, (서울: 돌베개, 2009), pp.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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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와 의무를 조정한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민주 

사법 국가에서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법으로 제공한다. 법은 어느 것이 

법률에 반하는 것이고,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제도적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국민 주권을 보호한다. 이에 따라 법은 누구나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통치자 또는 정책 입안자가 그들 마음대로 법을 좌지우지 하는 

것을 방지한다. 가장 중요한 법의 속성은 끊임 없이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한다는 것이다.  

법은 시대정신의 산물이자 모든 제약 속에서 공동체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법은 시대의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과학 기술의 

발전을 수용하기 위해 제정(制定)되고 개정(改定)된다. 이 때문에 법은 사회의 

거울이자 시대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시대와 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시대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법은 전형적인 의미에서 법률, 법전, 법규 등 문자의 형태로 형상화된 성문의 

규범을 가리킨다. 비 성문화된 형식으로 관습법8이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으로”라고 규정하였듯이 입법자에 의해 

문자 형태로 제정된 법이 우선하고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 성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성문법은 입법(立法)을 통해 정립된다.  

 

○ 사회 규범으로서 제도(制度) 

제도란 사회의 성원(成員)사이에서 여러 가지 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한 규범이거나 

가치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복합적인 사회 규범의 체계를 말한다. 제도는 

공권력(公權力)을 수반하는 법률부터 일상생활에서의 막연한 약속 또는 관습까지 

광범위하다. 제도가 존재함으로써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인의 행동은 어느 정도 틀에 

구속(拘束)되고 방향이 부여되기 때문에 시대착오의 낭비를 절약하고 큰 불만 없이 

자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동시에 제도를 위반하거나 벗어난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를 

                                                 
8  문화지리학자 케네스 올위그(Kenneth R. Olwig)는 공원에 대한 법은 국가의 자연법이 아닌 지역의 

관습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연법의 메커니즘에 따라 형성되는 공원의 토지는 기하학적으로 

구획하여 지역의 고유한 특성보다는 상업적 움직임, 세금 수익 등을 위한 도구적 사용으로 쇠퇴하고 

특정인의 토지소유권이 공원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원은 지역 구성원이 모여 

집합적 의사결정을 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관습법(custom law) 적용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Kenneth R. Olwig, “The Landscape of ‘Customary’ Law versus that of ‘Natural’ Law,” Landscape Research 30(3), 

2005, pp.299-320. 

올위그와 유사한 의견으로 신익순은 조경관련 법규는 중세 서구 사회와 조선시대를 거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던 관습법으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한다. 과거의 관습법은 국토 전역을 통제해 왔으며 주로 

토지이용에 대한 다툼을 쟁점으로 한 조경 관련 분쟁의 해결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익순, 『조경법제론』, (서울: 보문당, 2009), p.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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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므로 사회질서 유지의 기능도 담겨있다.  

 

2) 도시공원 법제도의 개념과 속성 

○ 도시공원 법제도의 개념 

도시공원 법제도는 도시공원 법규에 따라 건전한 도시 발전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는 도시공원의 이용 

합리화를 위해 그 대상의 입안, 결정 및 시행 절차, 원활한 사업 집행을 위한 제반 사항 

및 보전 조치 등을 법률로 제정하여 규정한다. 도시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은 요소로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생활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간시설’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다. 따라서 도시공원 법제도(都市公園 法制度)는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도시공원의 확보, 설치 및 관리를 위해 도시공원 및 도시계획 등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법제도의 속성 

법률은 ‘이음매 없는 의복화’의 경향으로 비유될 수 있다. 법률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은 다수의 타 법률의 부분과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고립된 상태에서 취급될 

수 없다. 9  우리나라 도시공원 법제도는 고도 성장기의 상황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인접한 법령들은 복잡한 장치와 구조로 도시공원 법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관련 

법제도를 재구성한다면 보전 법제, 이용 법제, 침해 법제, 관리 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10 

① 침해 법제는 도시공원을 감소 또는 점유∙침식 시키는 기능을 가진 법령(法令)의 

체계를 말한다. 침해 법제를 근거로 도시공원은 해당 목적 이외의 시설과 타용지로 

                                                 
9  J.D.C. Harte, Landscape, Land use and the law, (E.&F.N. Spon Ltd, 1985), 신익순, 『조경법제론』, (서울: 

보문당, 2009), p.39. 재인용 
10  도시공원 관련 법제도의 속성 구분은 한국법제연구원이 연구한 도시녹지에 대한 관련 법제들의 

유형화를 토대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전재경, 『도시녹지보전법제 정비방안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1), pp.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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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공원 법령은 점용과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여 침해 법제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한다. 

② 보전 법제는 도시공원에 대한 침해를 금지하는 법령 체계이다. 도시공원이 

“최소한의 구조물과 최대한의 자연물로 구성”하는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법제도는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을 유사 녹지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법령은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기준을 설정하고 

소공원은 80%, 근린공원은 60% 이상을 비공원시설지인 녹지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연경관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자연공원(현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은 그 실질이나 법적 지위가 

녹지와 유사하다.11 

③ 이용 법제는 침해 기능과 보전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령의 체계를 말한다. 

좁은 의미의 이용 법제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이 도시공원 관련 법령보다 상위의 체계로 

설정되어 있어 도시계획은 도시공원을 결정∙변경∙해제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이용 

법제는 현재의 도시공원을 감소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도시공원을 확보하게 

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즉, 특별한 시설이 해당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 용지에 

계획∙조성되는 경우 조성된 상태의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예정지에 대한 손실 부분을 

보충한다. 또한 새로운 주택 및 단지개발은 도시공원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적 보호 및 

저감 완화를 목적으로 신규 도시공원을 계획하고 조성한다. 

④ 관리 법제는12 도시공원 용지와 시설 등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된 법령의 체계를 

말한다. 즉, 도시공원의 결정부터 조성 이후까지 도시공원을 현 상태로 유지하고 건축물 

및 공작물 설치에 대한 부자유를 의무화 한다. 이를 통해 관리 법제가 추구하는 효과는 

계획과 조성의 시간차로 발생할 수 있는 지가 상승을 억제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11  1933년 CIAM은 “도시의 현재의 상태, 위기 및 대책(아테네 헌장 제2장)”의 일환으로 “(§35)모든 

주구(住區)에는 레크레이션에 필요한 녹지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락적 측면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이 혼잡한 도시환경으로부터 피난처 역할을 함과 동시에 동적 욕구 및 사회적 기능을 수용하는 

적극적 여가공간까지 포괄하였다. 동시에 CIAM은 “(§9)도시화는 녹지를 침식하여 인간과 자연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어 위생상의 무질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환경적∙ 위생적 측면에서 

도시공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12  유병림은 공공정책으로 확보된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시의 자산이자 자연요소로서 도시공원의 관리는 보존, 유보, 보전이라는 기본적인 수법에 따라 구체화 

될 수 있다. 도시공원의 ‘보존(保存)’은 도시공원을 일정 수준까지 강력하게 억제한다. 이때 보존은 

도시공원의 원형 상태 유지도 중요하지만 사회 변화의 기능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양자의 조건 

만족이 고려된다. 도시공원의 ‘유보(留保)’는 장래의 사회적 요구를 예상하고 미래의 이익을 위해 

도시공원 예정지로 확보하여 현재의 개발을 억제한다. 유보된 도시공원이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엄격하게 막아야 하고 사업의 집행시기, 투자규모, 개발방식 등 탄력적인 정책입안이 

필요하다. 도시공원의 ‘보전(保全)’은 해당 도시공원 조성 의도를 고려한 유지관리와 향후 사업 확대 및 

개발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유병림, “자연보호운동과 도시공원정책,” 『도시 문제』 141, 1978, pp.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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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토지의 사용과 형질의 변경을 금지하여 본래의 

공원조성계획을 유지할 수 있다. 동시에 해당 토지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자연적 ∙ 

생태적 ∙ 문화적 ∙ 환경성과 경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기대 효과도 있다. 

 

○ 도시공원과 법제도의 상관성13 

도시공원과 법제도의 상관성은 ‘법제도적 도시공원’과 ‘도시공원적 법제도’의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제도적 도시공원’이란 규제 위주의 관련 법규들이 

도시공원의 본질이나 속성보다는 법제도라는 개념을 우선 한다. 반면 ‘도시공원적 

법제도’란 도시공원의 본질이나 속성이 법제도보다 강조하는 이상적이고 질적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법제도는 도시공원을 도로, 상하수도 등과 같은 건조한 

도시계획시설로 귀속시키면서 장소적∙환경적∙경관적 도시공원으로 도약하기에 미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경 전문가가 추진하여야 할 도시공원 법제도는 

‘법제도적 도시공원’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향후 ‘도시공원적 법제도’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신익순은 법 적용시 

“통제와 규제의 목적이 아닌 허용과 유도를 위한 수단으로서 법을 운영하는 정신이야 

말로 법의 인식을 조경 분야의 일반 사회적 공감대로 접근시켜 가는 지름길 역할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도시공원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획일적인 법규, 법적 기준 또는 행정 규제에 얽매이게 하는 법률의 ‘uniform’화 

경향에서 탈피하여 도시공원 관련 법규 적용시 융통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special’화의 유도가 필요할 것이다. 즉, 도시공원 관련 

법규의 내용이 자주 바뀌는 의미도 공간 개념의 변화, 사회의 변화, 기술의 발달 및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에 직접적으로 연유되는 당연한 

추세라고 보면, 도시공원 법제도는 법규의 형식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속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신축적인 법의 운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 도시공원 법제도의 속성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일정한 목적에 따라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배열된 서로 다른 법률과 관계를 형성하여 

총체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시공원에 대한 특별함을 반영한다. 

둘째, 현존 질서 유지와 동시에 도시공원의 문제를 해소하고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도록 

법의 형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거나 부분적인 정비가 이루어지는 등 변화 가능성을 

                                                 
13  본 내용은 신익순이 ‘법제도적 조경’과 ‘조경적 법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에서 ‘조경’을 

‘도시공원’으로 치환하여 발췌 및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신익순, 『조경법제론』, (서울: 보문당, 2009), pp.28,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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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하고 있다. 셋째, 도시공원 개발을 위해 사회와 교호하는 ‘판단자 역할’과 개발 

목표와 전략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사용된다.14  따라서 도시공원 

법제도의 속성은 상호 모순적인 양태를 가지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속에 도시공원을 

침해, 보전, 이용, 관리하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법제도 
[법률로 정한 규범으로서 제도] 

   

      

        

도시공원 법규 

“도시 자연 보호 및 

 시민 기여” 

[설치 및 관리 사항 규정] 

 도시공원 법제도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는 총체

적인 법률로 규정하는 제도” 

 도시계획 법규 

“공공복리의 증진” 

[도시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 

  

      

  [관계적 속성] 
침해 법제: 도시공원의 감소 

보전 법제: 도시공원의 보전 

이용 법제: 침해와 보전의 양면성 

관리 법제: 도시공원의 유지 

  

      

  [개념적 속성] 
법체계 유지와 특별화 

질서 유지와 시대 요구 반영 

판단자 역할과 도구적 수단 

  

그림 Ⅰ- 1. 도시공원 법제도의 개념과 속성 

 

 

2-2. 분석의 틀 

 

1) 분석의 틀 

위에서 제시한 도시공원 법제도의 속성에 기초하여 이하에서는 분석의 틀을 

설정한다. 각 시대별 도시공원 법제도의 분석은 도시공원 현안(懸案)를 파악하고 

제도적 사안(事案)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할 필요가 있다. 각 시대별 도시공원 실태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각 시대별 법제도가 도시공원에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14 Tai Joon Kwon, “Changing patterns of planning law in Korea” in Law and the City,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1975), 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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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법제도에 의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도시공원을 확보, 설치, 관리하는데 있어 

법제도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법제도가 

도시공원의 기능과 목적에 충분한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도시공원과 법제도는 서로 끊임 없이 원인과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시공원 법제도는 특별화와 통일화, 도구적 수단과 판단자 역할, 

권리와 의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제정과 관습 등이 서로 대립하여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을 해소하고 조정하기 위해 변천한다. 따라서 도시공원 

법제도에 대한 분석은 관련 법규와 쟁점들의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를 파악하고 상호 

작용 및 충돌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넓은 의미에 볼 때 도시공원 법제도는 법제도 개선에 따른 도시공원 법규의 형성과 

법제도적 한계에 따른 도시공원의 쟁점화, 다시 제도 개선의 촉구로 이어지는 

순환성(循環性)을 가지고 있다. 즉, 성문화된 자체로서 법제도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상태에서 정립된 것으로 운영 과정에서 구체적인 현안과 사건에 직면할 

경우 어떤한 결과가 나올지 예상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운영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인해관계자들은 법제도의 사안과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는 의견을 종합하여 법제도를 정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법령의 

조문은 삭제, 변경, 신설되어 도시공원 문제가 해소되기도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거나 기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기도 한다.  

이상의 도시공원과 법제도의 순환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 항목은 도시공원 

법규, 도시공원 쟁점, 법제도의 한계, 법제도의 개선이 될 것이고 분석 내용은 각 항목 

간의 상호 관계와 시계열적 변화에 주목한다.   

 

     

  법제도의 개선   

   

 

[법제도의 속성] 

강제력 

사회적 관계 

서비스 제공 

시대 사항 

↓ 

도시공원 
법규 
↑ 

입법 논의 

 공원 문제 

↓ 

도시공원 
쟁점 
↑ 

시대 요구 

 

[도시공원 법제도의  

속성] 

침해 보전 

이용 관리 

 

법제도의 변천 

(제정과 개정) 

 

     

 법제도의 한계  
     

그림 Ⅰ- 2. 분석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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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의 초점 

① 도시공원의 법규:  

법은 “시대의 산물”이고 텍스트로 형상화되어 제정된다는 점에서 볼 때, 

도시공원 법제도는 시대적 상황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도시공원 법제도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 상황과 도시공원 법규의 제정 요인을 설정하여 

연결할 필요가 있다. 시대와 법제도의 정밀한 상호 관계를 밝히기 위해 정부가 

법률(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입법자들의 논의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입법 과정은 분석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동시에 법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 기조의 변화 및 도시계획 정책 수립에 따른 법규 내용의 변화도 

검토되어야 한다. 따라서 횡으로는 한 시대의 도시공원 법규의 전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 상항(또는 시대적 배경) - 입법 과정 - 제정 법령 - 개정 법령이 

연속적 관계로 설정되고, 종으로는 전 시대의 도시공원 법규를 나열하여 비교함으로써 

도시공원 법제도의 변천에 관한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도시공원의 쟁점 

법은 “문제 해결의 도구적 수단”이자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시공원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제도 시행의 결과를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 밝혔듯이 도시공원의 침해, 보전, 이용, 관리의 문제는 여러 법령이 관계하고 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해관계자들은 도시공원에 대한 질적 개선과 새로운 이용 

여건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도시공원 문제는 현재의 문제부터 미래의 

기대까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이상 도시공원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은 첫째,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쓰여진 법규가 구체적 상황에 접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함이고 둘째, 타 법령과 관계하는 법제도적 원칙과 도시공원의 개념이 

충돌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③ 법제도의 개선 

법제도의 개선은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 조치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법제도의 개선은 도시공원 법규의 자구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본 제도의 

상위 체계로 설정된 도시계획 법규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정부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이 정확하게 검토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법제도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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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제도의 한계 

법제도의 한계를 분석하는 것은 시행 중에 있는 제도가 도시공원의 목적과 기능에 

일탈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는 도시공원에 대한 법제도의 

불모성(不毛性)과 형해화(形骸化)를 발견하고 주장하는 것도 있지만 ‘도시공원적 

법제도’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도의 원칙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연구사 

 

조경분야에서 법제도 변천사 연구가 부재한 바 현재까지 진행된 도시공원 법제도 

연구를 살펴보았다. 연구 대상 중심으로 일반 법제도 연구, 쟁점 관련 법제도 연구, 

법리 연구, 해외 입법례 연구, 판례 연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 일반 법제도 연구: 이대우(1976)는 일제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의 공원 

정책과 공원 관련 법규를 종합하여 규제 측면에서 ‘open space’를 연구하였다. 

김문모(1990)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위한 관련 법규를 기본 법규(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와 주요 관련 법규(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재개발법)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박율진(1996)은 법규를 도시계획시설과 비 도시계획시설로 나누어 검토한 

후 도시공원녹지 관련 법규 현황을 고찰하였다. 이원식(1999)과 김병수(2003)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고, 박문호(2006)와 최형석(2006)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효과와 문제점에 관하여 예측하였다. 

김봉원 등(2008)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 쟁점 관련 법제도 연구: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로 

강병기(1972)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부족한 공원 확보를 위한 근거법 정비를 

제기하였다. 박인재(1990)는 도시공원 관련 법규를 분석하고 서울시의 부족한 

공원용지 확보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헌영(1994)은 공항녹지 및 그 

배후단지의 공원녹지 관련 법규를 검토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연구로 신익순(1996)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개발을 위한 관련 법규를 검토하여 

법제도적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이병준(2000)은 도시공원 장기미집행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공∙사익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 방안과 기준을 설정하였다. 

신재욱(2014)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제도 개선에 대하여, 황희연 등(2015)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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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리 연구: 법리 연구는 쟁점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하는데, 법학분야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기본권 갈등을 조명하였다. 임치용(1999)은 서울 

상도근린공원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도시공원 집행의 절차적 하자와 도시공원에 대한 

법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양승업(2007)은 청담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사건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도시공원 환경 훼손에 저항하는 주민의 환경권 주장에 대한 

법적∙법리적 문제와 해결 방안을 연구하였다. 박진근(2012)은 서산의 도시공원 

예정지의 매수청구권과 일몰제 분쟁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위한 법리적 해석을 시도하였다. 문상덕(2014)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헌결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비교 고찰하였고 

현재 시행 중인 실효 제도, 민간공원 특례, 국가도시공원 특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해외 입법례 연구: 신익순(1997)은 녹지, 공원, 토지이용 개발계획, 도시계획 및 

지역계획, 여가공간계획 등 총 21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국내외 조경 관련 법규를 비교 

분석하였고 국내 법률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익순(2013, 2015)은 

중국의 도시녹지 법제도와 국내법과 비교 분석하였고, 북한의 「도시경영법」상 조경 

관련 세부 규정을 통해 원림 조성과 도시미화의 속성을 파악하였다. 강명수(2005)는 

일본의 「도시녹지법」과 「도시공원법」의 내용을 분석하였고, 손용훈(2011)은 

우리나라 국가도시공원 신설에 앞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의 국영공원 제도를 

연구하였다. 

○ 판례 연구: 신익순(2013)은 공원 관련 총 43건의 판례 현황을 분석하여 분쟁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오창송(2015)은 도시공원 관련 판례 총 90건의 판례를 재산권과 

환경권 분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관련 쟁점을 고찰하였다. 

이상 살펴본 연구들은 도시공원 법제도 발전과 후속 연구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대부분 연구들은 1990년대 이후 진행하였고 관련 법률간 모순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2000년 이후 법학 분야가 도시공원 관련 사회 문제에 관심을 보이며 조경 

분야에서 취약한 법리적 해석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법제도 연구는 현안을 파악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는 점에서 볼 때, 

도시공원 쟁점에 관한 법제도 연구 주제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연구의 대상이 

도시공원 확보와 장기미집행 문제에 집중하고 있어 도시공원의 질적 개선, 시민 참여 

등 도시공원의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주제로 확장하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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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의 범위와 대상 

 

4-1. 연구의 범위와 대상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도시공원에 해당하고 시간적 범위는 도시공원이 

시가지계획시설로 포함하게 된 1934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근∙현대기에 해당한다. 

시대 구분은 법률의 제정 및 전부개정을 시점으로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1962년 「(구)도시계획법」, 1967년 「공원법」, 1980년 「도시공원법」,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도시공원에 대한 용어 사용은 각 시대의 법률에 근거하여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구)도시공원」에 관한 고찰 부분은 ‘공원’으로, 「공원법」 이후부터 고찰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명기한다. 「도시계획법」은 1962년 제정되어 2002년 폐기된 

법률로 본 연구에서 시대 구분으로 사용되는 「(구)도시계획법」은 1962년부터 

1971년 전부개정 때까지 운영되었던 법률이다.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에 대한 법령(法令)으로 한다. 법적으로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과 녹지를 의미한다. 도시공원과 

녹지는 폐기된 「도시계획법」과 현재 시행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공원법」과 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공원과 녹지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녹지는 도시 내 매우 복잡한 구조에 산재하고 있어 구체적인 현황 및 

현안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시공원법」에서 녹지는 경관녹지와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법조문의 개정이 미미하고 이용보다는 보전∙보호를 위한 시설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을 보충하는 조치로 공원녹지를 신설하였지만 

제도 시행기간이 짧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 이후부터 장기간 이용되어 왔고 

법규정의 내용과 변화가 풍부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하고 녹지는 제외한다. 

법의 형식적 측면에서 본 연구 대상인 법령은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과 행정부가 

제정한 명령을 의미한다. 명령은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행정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의 대상에 명령을 포함하게 된 이유는 법의 

위계에 따라 규정 내용을 구체화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연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단 명령의 대상은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부령)으로 한정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고 행정규칙은 수집 범위가 넓어 본 연구에서 제외한다. 단, 

조례와 행정규칙은 연구 진행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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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1. 연구의 범위와 대상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및 시대 구분 연구 대상 

「도시계획법」  또는 

「국토계획법」이 규

정한 도시(관리)계획시

설로서 도시공원(녹지 

제외) 

1934~1962 년 「조선시가지계획령」 

1962~1967 년 「도시계획법」 

1967~1980 년 「공원법」 

1980~2005 년 「도시공원법」 

2005 년~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과 명령 

(시행령 및 시행규칙) 

 

4-2. 연구의 자료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공원에 대한 법률의 제정과 시행을 

기준으로 사전∙사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우선 사전 자료는 입법 과정에서 법령(안)의 

변화와 입법 의도를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공원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에서 수집하였다. 「공원법」 제정 

이후 2017년까지 도시공원 관련 법률은 총 30회, 명령은 총 84회 개정하였다. 그중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15 법령을 중심으로 법률 24건, 명령 64건을 수집하였다. 입법 

과정을 고찰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소장된 법률(안)과 정부 내 관계부처의 검토서 

및 공문을 수집하였다. 또한 국회 상정 상태에서 입법자들의 논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국회전자도서관(dl.nanet.go.kr)’에서 제공하는 『국회회의록』을 수집하였다. 

사후 자료는 법령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효력과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대별 도시공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도시공원 면적 현황은 1972년부터 2015년까지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의 

『한국도시통계』와 국토교통부의 『도시계획현황』을 참고하였다. 또한 

정부출현연구기관의 관련 보고서, 우리나라 도시공원사 연구, 행정공제회(구 

대한지방행정협회)에서 발간한 학술지 『도시문제』에 기재된 법률 소개 등을 

참고하였다.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와 법률 갈등 등을 살펴보기 위해 헌법재판소 와 

대법원(www.ccourt.go.kr과 glaw.scourt.go.kr)에서 제공하는 판례 및 결정례,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에서 제공하는 일간 지면 신문 기사, 도시공원 

정책 및 제도 관련 논문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난해하고 복잡한 법률의 해석을 위해 

상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복수의 변호사와 국토교통부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15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타법개정은 제외한다. 단 도시계획 법규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은 연구 자료에 

포함하였다. 

http://www.c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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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Ⅰ- 2. 연구의 자료 

구분 주요 검토 내용 연구의 자료 

법제

도의 

입안 

입법자들의 논의 내용 

입법 의도 

각 법령의 내용 

대한민국 법률 [대법원종합법률정보] 

법률(안) 및 공문서 [국가기록원] 

국회회의록 [국회전자도서관] 

법제

도의 

시행 

법제도의 효력과 문제점 한국도시통계 [구 내무부] 

도시계획현황 [국토교통부] 

판례 [헌법재판소, 대법원] 

신문 기사 

정부출현기관 연구 보고서 

도시공원 변천사 연구 논문 

도시공원 정책∙제도 연구 

* 상세한 수집 자료 목록은[부록 1]을 참고 할 것. 

 
 

5. 연구의 진행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 2-2절에서 제시한 분석의 틀에 따른 

항목에 기초하여 연구의 진행은 크게 제Ⅱ장과 제Ⅳ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Ⅱ장은 

시대별로 구분하여 법으로 명시된 도시공원 관련 규정의 변천을 연구하고 제Ⅳ장은 

쟁점별로 구분하여 도시공원의 현안과 법제도적 사안의 사실 관계를 연구한다.  

제Ⅱ장은 우리나라 도시공원 법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기에 앞서 일제의 

「조선시가지계획령」부터 「(구)도시공원법」, 「공원법」, 「도시공원법」 그리고 

현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까지 도시공원 법규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제1절은 도시공원 법정 개념에 대한 변천을 통해 개괄적으로 

도시공원 법규의 흐름을 파악한다. 제2절은 시대 상황에 비추어 도시공원 법규의 입법 

과정과 제정∙개정된 법조문의 내용을 검토하고 비교 고찰한다. 특히 각 시대별 도시공원 

법률의 입법 과정이 주요하게 고찰되어 도시공원 관련 입법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3절은 도시공원 관련 절차와 설치 기준의 변천을 고찰하여 상위의 법체계에 위치한 

도시계획 법규와의 상호 관계를 살펴본다. 도시공원에 대한 법정 개념, 법령의 입법과 

개정, 절차와 기준을 종합하여 제4절에서는 각 시대별 도시공원 법규의 특성을 

도출하고 비교하여 도시공원 법제도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Ⅲ장은 제Ⅳ장에서 다루게 될 도시공원 법제도의 분석 대상을 구체화하는 

과정으로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논의되었던 주요 쟁점들을 도출한다. 제1절은 

도시공원의 쟁점들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이 논의한 관련 정책∙제도 연구 및 시민 

참여에 대한 문제 제기와 비전문가 집단이 논의한 관련 여론과 판례를 검토하여 내용을 

분류한다. 제2절은 시대별로 도시공원에 대한 논의의 내용을 정리하고 주요 쟁점들을 

도출한 후 도시공원의 확보, 조성, 유지관리로 유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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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은 도출된 주요 쟁점 별로 도시공원 법제도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이다. 본 

장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법제도의 변천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로서 도시계획 관련 정책과 제도를 함께 고찰한다. 도시공원의 

쟁점들로 구성된 각 절의 세부 항목들은 각 도시공원 법규의 시행 기간 발생한 

도시공원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책과의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후 제도적 원인과 한계를 밝힌다. 위 내용을 기초로 마지막 

4절에서는 「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평가하고 도시공원 법제도 변천에 관한 전반적인 추세와 한계를 도출한다.  

 

제 Ⅱ 장 
 

도 시 공 원 
법 규 의 
변 천 

 1. 도시공원 법정 개념의 변천 

2. 시대별 도시공원 법령의 제정과 개정 

  • 시대 상황  • 입법 과정   • 법령 내용   • 법령 개정 

3. 도시계획 시설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절차와 기준 변천 

▼ 

4. 시대별 도시공원 법규의 특성 

     

제 Ⅲ 장 
 

도시공원의 
주요   쟁점 

 1. 도시공원에 대한 논의의 전개 

• 정책∙제도 연구 

• 시민참여에 제기된 문제 

• 여론의 전개 

• 판례로 본 갈등 

▼ 

 

 

 

 

2. 쟁점의 유형화   

      

   

제 Ⅳ 장 
 

도 시 공 원 
법 제 도 의 
쟁점별 개선

과  한 계 

 쟁점 1: 도시공원의 확보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 도시공원 예정지 내 기존 건축물 

• 도시공원 해제 및 실효 

 

쟁점 2: 도시공원의 조성 

• 도시공원 사업의 비용 부담 

• 도시공원 사업의 민간 참여 

 

쟁점 3: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 도시공원의 환경 훼손 

• 도시공원의 시민 참여 

• 도시공원의 안전 조치 

▼ 

[쟁점별] 

-------- 

-------- 

-------- 

 

 

-------- 

-------- 

 

 

-------- 

-------- 

-------- 

 

 

 

시대별 도시공원의 현안 

및 사건 

+ 

쟁점 관련 법제도의 근거

와 개선 방안 

↓ 

쟁점의 원인과 법제도의 

한계 

4. 도시공원 법제도의 평가와 한계   

그림 Ⅰ- 3. 연구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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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시공원 법규의 변천 

 

 

법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이 어렵지만 가장 전형적인 의미로서 법은 성문의 

규범을 가리킨다. 법적 언어는 현실의 사건을 그 속에 포섭해서 이에 대한 규범적 

처방을 내리는 구조를 띤다. 그리하여 법은 문자의 형태로 형상화하는 제정법 

(制定法)이라 불리며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논의의 전제가 되고 핵심 내용을 다루어 

개념의 구체적 실현 과정을 다루게 된다.1 이러한 의미에서 도시공원 법제도가 고찰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공원에 대한 법규범으로 체계화된 문자와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Ⅱ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도시공원 법제도의 쟁점을 고찰하기에 

앞서 시대적 사항에 대처하기 위해 법적 언어로 구성하고 있는 도시공원 법규의 내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원에 

대한 법정 개념의 흐름을 검토함으로써 각 시대별 도시공원에 대한 법의 의도와 목적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제2절에서는 도시와 공원이 처해있는 시대적 사항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법규의 내용적 변화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본 절은 각 시대별 입법 

과정에서 출현하는 법률(안)과 제정 및 개정된 법령을 고찰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법규의 방향과 흐름을 살펴보았다. 제3절에서는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법규와 도시공원 법규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공원 

결정 및 사업승인 절차와 기준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제4절에서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도시공원 법규를 제정하게 된 근거와 시대적 맥락을 파악하여 각 시대별 도시공원 

법규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1 안경환, 『법과 사회와 인권』, (서울: 돌베개, 2009), pp.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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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공원 법정 개념의 변천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을 단적으로 정립하기는 어렵지만 도시공원이라 함은 

“녹지공간의 일종으로 최소한의 구조물과 최대한의 자연물로 구성되어야 하는 생활 

공간으로서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도시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2 

반면, 법이 정하는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은 관련 법규와의 관계성을 고려하고 세목 

규정들의 지침 설정 및 준거로 활용되기 위해 이론적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법 자체가 “논리가 아닌 경험” 3 이라는 점에 볼 때, 도시공원에 대한 법정(法定) 

개념은 불변의 언명(言明)이라기 보다는 각 시대의 도시공원에 대한 요구와 현안에 

따라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은 개화기에 도입되었지만 개념을 공론화하거나 정의하지 

않았다. 이후 지가 상승과 주택 건축으로 자유 공지의 보전이 어려운 실정을 고려한 

총독부 산하 ‘경성도시계획위원회’는 1930년 ‘경성도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원을 

시민의 보건과 재난의 피난처로 삼았다. 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은 

공원에 대한 법정 개념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1940년 경성시가지에 계획공원을 최초로 

결정∙고시한 ‘조선총독부고시(제208호)’는 공원을 시민 보건과 재난 피난처 이외 

전시 공습에 대비하는 방공적 기능을 추가하였다. 

1967년 정부는 자연 풍경지 보호, 국민 보건과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원법」을 

제정하였다. 「공원법」은 공원의 종류를 세 종류로 구분하였다. 「공원법」으로 지정된 

공원으로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 풍경지”로, 

도립공원은 “도내의 풍경을 대표할 만한 수려한 자연 풍경지”로 정의하였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의 시설로 설치하는 공원 및 녹지”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도시공원의 확보는 「도시계획법」으로, 설치 및 관리는 「공원법」에 의거 이중적인 

법적용을 받게 되었다.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1980년에 제정되었다.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을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개념을 정의하여 구 「공원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따라서 

「공원법」과 「도시공원법」이 규정한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은 도시계획으로 확보된 

                                                 
2 장문기, “도시내 공원녹지의 조경,” 『도시 문제』 96, 1974, p.32. 

  김덕삼, 『한국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18. 
3 안경환, 『법과 사회와 인권』, (서울: 돌베개, 2009),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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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수동적 성격이 강하였다. 

2005년 「도시공원법」을 전부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였다. 우선 본 법률의 목적은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편하였다. 

본 장(2-5절)에서 상세하게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목적은 도시공원과 녹지의 위계를 

동등하게 설정하여 도시지역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은 2002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은 기존 도시계획이 아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변경되었다. 

비록 ‘관리’라는 용어만 추가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도시공원에 대한 법의 의도는 

큰 차이가 있다. 폐지된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인 

반면 신 법률이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량에 관한 

중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법의 관점에서 도시공원은 시급히 

설치∙정비되어야 할 시설로 간주된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녹지를 확충∙이용하는 독자적인 개념을 도입하였고 도시관리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은 시급히 설치∙정비 하여야 하는 능동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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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 도시공원에 대한 법정 개념의 변천 

1930. 『경성부도시계획서』 

“시민의 보건상 공원시설의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 . 토지 가격이 현저하게 앙등해 있

으므로 공지는 점차로 가옥 건설에 충당되고 도시 중앙부에 있어서 자유공지가 점점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 되고 있다. 특히 자유공지의 보존을 필요로 한다. 적당한 공원의 시설은 시민의 보

건에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재난에 조우해서는 피난장으로서 인명을 보존하는 효과가 있다

는 것은 관동대지진 등의 실례에 비추어 명백한 일” 

1940. 3. 12. 「총독부고시」 경성시가지계획공원 

“도시에서 시민보건의 확보라는 목적의 달성상 최중요한 시설” 

“일조∙방화 등 제해서는 방화선이 되어 연소를 방지하고, 피난처로서 필요 불가결한 시설인 것이다. 

특히 근시 비행기가 발달하여 전시에 있어서 도시의 공습은 불가피함에 따라 도시를 방공적으로 구

성함은 시가지계획으로서 가장 긴요한 사항이다. . . . . 이로써 시가지내 적절한 공원 및 녹지를 배치

하고 상호 간 이를 연결하여” 

1967. 3. 3. 「공원법」제 1 조(목적), 제 2조(정의) 

“이 법은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고 국

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시설로서 설치하는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1980. 1. 4. 「도시공원법」 제 1 조(목적), 제 2조(정의)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 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녹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

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한다.” 

2005. 3. 3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 조(목적), 제 2 조(정의) 

“이 법은 도시에 있어서의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6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

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 30 조이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2009. 12.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조(목적), 제 2조(정의) 

“도시공원이라 함은 . . . .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 
 

구분 「조선시가지계획령」 「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목적 

시가지의 창설 또는 

개량 

경관보호, 시민건강∙휴양,  

정서생활에 기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 

정의  

해석 

보건∙피난∙방공 수단으

로 공원의 확보 

도시계획으로 도시공원 확보 

본 법률로 도시공원 설치∙관리 

도시공원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

급히 설치 및 정비가 필요한 대상 

태도  수동적 개념 능동적 개념 

 



 21 

2. 도시공원 법령의 제정과 개정 

 

2-1. 공원 확보의 시작 「조선시가지계획령」 

 

1) 시대 상황 

1910년 8월 한반도 식민지화를 이룬 일본은 각 부의 장관에게 훈령을 하달하여 

제도적으로 시가지계획 사업을 추진하였다. 총독부는 1912년 10월 시구개정(市區改正, 

총독훈령 제9호)에 따라 도로, 교량, 하천을 정비하였고 1913년 2월부터는 

시가지건축취재규칙(市街地建築取縡規則, 총독훈령 제11호)에 따라 건축 규제를 

시작하였다. 1923년 9월 일본 중심부를 강타한 관동대지진의 영향으로 시가지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대구, 성진, 진남포 외 23개 이상 대도시와 소읍에도 

시가지계획이 수립되었다. 1931년 9월 일본 관동군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듬해 

1932년 3월 만주국 식민지가 만들어졌다. 이후 일본은 만주의 자원을 본국으로 

수송하고 본국의 공업 생산품을 만주로 보내기 위해 함경북도에 항구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동년 8월 조선총독부는 나진을 항구와 배후도시로 최종 결정하였지만 이미 

땅값이 상승하여 일본과 조선총독부 예산으로 보상∙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재정(財政)을 들이지 않고 나진을 신도시로 계획하기 위해 

1934년 6월 20일 예고 없이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긴급 제정 공포하였다.4 그 이후 

이 제령을 근거로 우리나라 총 41개소의 시가지가 계획되었다.  

일제시대의 공원에 대하여 박인재5는 ‘도시공원 실험기’라고 평가하였다. 당시의 

공원계획은 근린주구이론(Neighborhood Unit, 1924)을 접목시킨 것으로 유치 거리 

소요 면적 등을 기준으로 경성 시가지에 공원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원은 

산림 또는 공공건물 부지에 결정되어 계획 내용은 이론에 충실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6 

근대 공원 초기에는 장충단, 사직단, 효창원, 삼청원 등이 조성되었으나, 대 한인 의식 

                                                 
4 손정목,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발자취: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2), 1986, pp.4-5. 
5 박인재,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180. 
6  「조선시가지계획령」은 ‘근대성(modernity)’의 이념을 대변하였다. 도시화의 대응, 종합 계획, 계량적 

접근, 기능주의, 마스터플랜 등 근대 도시계획의 주요 특징들이 성문화된 규범으로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토 일본의 도시계획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을 백지상태로 가정하여 선진 

도시 실험을 국가시무로 삼았다. 이에 대하여 김흥순은 ‘이식된 근대성(implanted modernity)’라고 평가하며 

“조선인의 삶과 조선의 공간을 근대적 모습으로 바꾸는데 일조하였지만 내제된 억압성과 보편성의 기계적 

맹신”이라는 이중성에 기인하였다고 보았다.  

김흥순,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에서 나타나는 근대성: 조선시가지계획령을 중심으로,” 『서울도시연구』 

8(4), 2007, pp.15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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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위한 공원정책 일환이었으며 1940년 고시된 시가지계획 공원도 사유재산 

행사의 불가 및 방공 녹지 개념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발 제한 기능이 주된 목적이었다.7 

 

2) 입법 과정 

1919년 4월 4일 일본의 근대 「도시계획법」 제정에 따라 1922년 조선총독부 

내무국 토목과는 「조선시가지계획령」 초안을 작성하였다. 8  1921년 8월에는 

조선총독부의 소장급 토목 관료와 재경 일본인 자본가들 중심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경성부도시계획연구회’를 결성하였고 1926년, 1927년, 1930년 세 차례 경성의 

도시계획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막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없어 

계획은 실현되지 못하였다.9   

 

ㄱ. 지역  상업지역   관공아용지 

  

  공원지역   철도용지 

  

  주택지역   육군용지 

  

  특별지역   이왕가용지 

   

     홍수급수면범람지 

 

     등고 75m 이상지 

 

     공원 

 

ㄴ. 지구  방화지구    

 

 

 

 방수지구    
 
 

그림 Ⅱ- 1. 1926년 『경성부도시계획구역설정서』11 에서 나타난 공원의 제도적 위치 

 

공원은 1926년부터 제도권에 편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작성되었던 

                                                 
7 김덕삼, 『한국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p.138-139. 
8  「조선시가지계획령」 초안은 1920년에 작성하였지만 12년 동안 제정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당시 

일본은 도시계획을 사치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여 식민지 조선에 시행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보았다. 

손정목,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발자취: 법 제도 과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2), 1986, p.4. 
9 손정목, “일제하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2),” 『국토계획』 120(2), 1985, pp.147-163. 
11  京城府, 『京城府都市計劃區域設定書』, 1926, pp. 245~284. 이대우, 『공지(OPEN SPACE)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공원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p.6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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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부도시계획구역설정서(京城府都市計劃區域設定書)』에 따르면 공원은 특별지역에 

포함되었고 관동대지진 시(1923년) 공원은 일종의 피난처로 큰 구실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별지역은 지역∙지구제를 뜻하는 것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시설 

계획과 달리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 토지의 지정과 행위 제한만으로 계획 목적에 

도달하는 제도이다. 즉, 당시의 공원은 조성하여야 할 시가지계획시설이라기보다는 

피난처 역할을 위한 도심지의 공지 확보의 개념이 더 우세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법령 내용 

「조선시가지계획령(칙령 제18호)」은 ‘새로운 일본’ 건설이라는 목표에 근대적 

도시와 식민지 건설을 위한 제령(制令)이었다. 제령이란 일본 법률(법령 또는 칙령) 

제30호에 따라 제령권을 부여 받은 조선총독이 제정한 것으로 일본에서의 경험을 

살리고 식민지에 강력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의 명령이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은 도시계획과 건축 규정을 통합하며 총 3장 50조로 총칙, 지역 

및 지구의 지정과 건축물 등의 제한, 토지구획정리로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제령은 시가지계획 입안권, 결정권, 집행권의 모든 권한을 조선총독으로 

일원화하여 식민지 행정 효율성을 우선하였다. ② 제령은 국토계획적 성격이 강하였다. 

일본의 법이 기성 도시에 한정하였던 것과 달리 제령은 식민지 조선의 토지를 잠재적 

도시로 보고 법 적용의 범위를 전 국토로 하였다. 즉, 제령에 의한 시가지계획은 도시 

정비보다는 신시가지를 창설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③ 제령 제3장의 토지구획정리에 

따라 조선총독은 강제적인 시가지계획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단서로 필요하다면 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강제적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불필요한 

관계로 토지의 수용을 위한 사업 예산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의 매수 없이 관계 지역의 지주로부터 토지를 공출 

(供出)하여 시설 용지를 취득하는 값싼 시가지계획 수법” 12이었다.   

시가지계획시설인 공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제령 제3장에 

따라 공원 용지의 확보는 조선총독의 승인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민간의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었고 설치,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었다. 13  당시 『동아일보』는 

                                                 
12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연구』, (서울: 일지사, 1990), p.254. 
13  제령 제1장(총칙)에서 공원은 도로, 광장, 하천, 항만처럼 조선총독이 정하는 시설이었고,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조선총독은 토지나 그 위의 물건(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사용 할 수 

있었다[제령 제6조]. 제령 제3장(토지구획정리)라 함은 공원 등의 시설을 설치,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것[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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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령과 그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장기간 연재하며 공익 사업에 의한 개인의 

권리 침해는 보상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재결(裁決)과 재정권이 조선총독에 

있어 훗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예견하였다. 그러나 사직, 삼청동, 장충단 등의 

공원 주변은 풍치지구로 지정될 수 있어 유람·산책하기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여론은 기대하였다. 14  

기사 내용으로 보아, 공원은 제령으로는 시설 개념이지만 여전히 지구∙지역제 

개념이 유지되고 있었다. 풍치지구 15 는 개발로 인해 시가지 교외의 경관지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생산 부분과의 조화를 이루고 도시 내 풍치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그 영향을 주는 각종 건축물에 규제를 가할 수 있었다. 1937년 12월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개정한 조선총독부는 녹지지역을 추가하여 공원계획이 

지방계획 16 의 견지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시가지 근교의 산림과 생산녹지를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었다. 즉, 지역∙지구제에 의거한 규제 장치는 풍치 보전 및 

위생∙보건 등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고 도시 근교지역으로 공원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되었다.  

 

2-2. 공원 재건을 위한 「(구)도시계획법」 

 

1) 시대 상황 

해방 이후 1960년까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뚜렷한 정책이 없었다.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과 경험이 부족하여 혼란을 겪었다. 한국전쟁 이후 전재 복구는 

시급한 과제였지만 농지 개량 및 수리 시설만이 지역개발의 명백을 유지하였다. 도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빈민가 형성은 도시 문제로 부상하였다. 공원정책도 부재하여 이 

                                                                                                                                         
제42조]으로 조선총독만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제령 제44조] 허가, 취소 및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제령 제45조]도 규정하였다. 
14 법이 제정(1934년)된 이틀 후 동아일보는 6월 22일, 27일, 28일, 29일 그리고 7월 3일 다섯 차례에 걸쳐 

“시가지령과 그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기획 연재하였다.  
15  [제령 21조], 조선총독은 시가지계획 구역 내에 있어서 풍치지구를 지정하고 그 지구 내에 있어서의 

토지형질의 변경,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혹은 제거, 물건의 부가 증축, 죽목∙ 토석류의 채취, 

기타 풍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설치할 수 

있다.  
16 도시의 확장은 도시 내부에 종합적 계획을 필요로 하는데 지방계획은 식료품, 원료품의 공급지인 지방 

농촌과 관련해서 기존 시가지의 모순과 교외지 발전의 통제를 통해 도시와 농촌 및 도시 상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계획하는 것을 말한다. 

今津重成, 『建築法規(朝鮮市街地計劃令)解說』, (京城: 朝鮮出版社, 1941), p.4. 이대우, 『공지(OPEN 

SPACE)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공원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p.6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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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는 침식기, 수난기, 혼란기 등으로 평가 받고 있다[부록 2. 참고]. 당시 공원 용지는 

전재민들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 임시 교사 건축물, 공공 건축물 등으로 침식당하거나 

타 용도로 점유되고 있어 공원으로서 기능이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  

1956년부터 도시의 소생 가능성이 보였고 경제 성장률이 높아진 1958년부터 

국가는 주요 도시개발을 위한 국고 투자를 시행하였다. 당시 도시개발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시설 위주의 계획이 계속 유지되었고 5.16 군사혁명 이후 도시는 공업 

입지의 유력한 후보지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은 생산적인 면에서 

토지이용을 고려한 기능적 계획으로 전환되었다. 

 

2) 입법 과정 

해방 이후 개칭된 「시가지계획령」은 도시계획 결정권자를 조선총독에서 내무부 

장관으로 변경하였다. 경상남도(1953년)와 서울시(1955년)는 「시가지계획령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도시계획 심의권을 가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일제와 

다른 운영을 모색하였다. 1951년 5월 12일 국회는 구 법령을 새로운 대한민국 

법령으로 대치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법령정리간행위원회규정」을 공포하였고 1950년 

중반부터 정부는 「시가지계획령」을 대체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을 연구하였다. 

당시 서울시는 재건 복구와 백년대계(百年大計)의 도시계획을 세우고자 

「수도도시계획」을 마련하였으나 시도시계획위원회 연구원이었던 윤정섭 

(1930~2004?)은 이 계획의 전제 조건으로 장기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국토 

및 지방계획 수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7  1958년 

정부는 「도시계획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그러나 법(안)은 국내 현안에 

밀렸고 1959년 정기국회 본회의을 다시 상정하였으나18 회기불계속(會期不繼續)19으로 

폐기되었다. 군사혁명정부는 국정쇄신정책으로 구한 말, 일제 강점기, 미군정시대에 

제정된 구 법률들을 1961년 말까지 일제히 정리하기 위해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1. 7. 15. 제정)」을 공포하였다. 이듬해 1962년 

1월 20일 국회는 「시가지계획령」을 폐지하였고 「도시계획법(법률 제983호)」을 

제정∙공포하였다.  

  

                                                 
17 윤정섭, “새로운 서울도시계획,” 『동아일보』, 1955. 3. 11, 4면. (칼럼/논단) 
18 국회사무처, 『제33회(7차) 국회정기회의속기록』, 1959. 10. 5. 
19  국회의 어느 회기 가운데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그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소멸되며, 다음 회기에 

계속하지 않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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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내용 

총 6장, 51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계획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법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신설하여 도시계획 심의와 의결을 의무화하였고 인구 

20만 이상 지역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 조사와 자문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구법에서 시가지계획은 조선총독의 직권이었지만 신법은 

‘직권 위임’ 조항을 두어 도시계획 권한을 하급행정청(지방자치단체)에 일부 위임할 

수 있었다. ③ 가건축으로 혼잡하였던 도시 문제에 대처하고자 신법은 위생 지구를 

신설하여 불량한 지역을 적극 개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내무부장관(1962년 6월 

이후 건설부장관)은 도시 재건을 위해 공한 대지에 건축물 축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구법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국유토지의 처분을 제한하였다. 국·공유지의 

부조리하고 무분별한 불하(拂下)를 봉쇄하고 공익성을 띤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국·공유지는 당해 시설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하였다. ⑤ 지역·지구 지정에 있어 녹지지역은 보건, 

위생 또는 보안에 필요한 시설 및 녹지지역으로서 효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조선시가지계획령」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법」도 공원이라는 용어만 

명시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변경∙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구법에서 

공원은 조선총독부의 자산이었다면 신법 제33조(불용지의 환지교부), 제34조 

(공공용지의 편입)에 의거하여 공원의 소유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다. 또한 앞서 기술한 신법의 ‘②’와 ‘③’의 규정에 따라 장관의 허가 

없이 공원 내 건축 축조와 용지 매각은 위법 행위로 간주되었다. 위 법적 근거에 따라 

정부는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기초 자료 조사와 구 시가지계획에 대한 반성을 통해 

계획공원에 대한 정비를 이룰 수 있었다.20 또한 1962년 일제의 법제에서 벗어나 우리 

손으로 「도시계획법」을 제정∙공포하면서 체계적인 도시공원 발달을 이룰 수 있게 되어 

이 시기부터 도시공원의 ‘주체성 확립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평가이다.21 

  

                                                 
20 관련 내용은 본 연구의 제Ⅳ장 제1절 ‘도시공원의 확보’에서 상론한다. 
21 이대우, 『공지(OPENSPACE)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의 공원정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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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공원법」 

 

1) 시대 상황 

박정희 정권(1961~1979, 재임)의 개발계획 성격은 경제 우선과 양적 성장을 

추구하였다. 2차 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자본주의 체계로 진입하였다. 서울 인구 

집중 현상은 지속되었고 1970년대 시 면적은 해방기보다 무려 4.1배 증가하였다. 

1964년부터 정부는 대도시 대책 방안을 수 차례 수립하여 인구 집중 원인인 대학교, 

공장, 정부투자기관,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였고 위성도시 건설과 지방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서울은 도봉구(1973), 관악구(1973), 

강남구(1975)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면서 현재의 규모로 근접하게 되었고 그 주변으로 

반월(1977), 창원(1973), 여천(1973), 과천(1978) 등 신도시가 건설되었다. 정부는 

도시 확장 정책과 동시에 도시화 억제 정책도 병행하였다. 1971년 「도시계획법」 

전부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국가 안전 보장, 부동산 투지 억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천 상류 45만평에 이르는 토지가 무단 개간되는 등 

서울 주변의 산림과 자연의 훼손은 극에 달하였다.  

도시의 인구 집중 현상과 정부의 기능 분산 정책으로 기존 도시들의 사회 및  

경제구조와 기반 여건은 성장통을 겪었다. 도시공간의 확보, 다핵도심구조 형성, 교통 

및 가로 정비, 생활환경 개선, 공해 대책 등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산재하여 실제 

도시의 규모에 부합하는 기능, 계통,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기존 계획의 검토와 수정은 

수시로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시 내 판자촌이 정리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광주로 강제 이주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와 투기꾼들이 폭리를 취하였다. 이에 

격앙된 철거민들은 1971년 8월 광주 대단지에서 궐기하였고 개발에 따른 기본권 

투쟁을 하였다.  

1973년 제4공화국(1972~1981) 유신 정권은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우리나라 고유의 경관을 훼손하였다는 부정적 인식도 있었지만 일제 이후 

수동적이었던 국민의 의욕을 적극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새마을 운동은 지붕이나 

담장 도로 개선과 같은 일들이 주요 추진 사업이었지만 마을 주변 나무 심기와 같은 

‘치산녹화 10년계획’이 추진되면서 공원화 운동의 효시를 이루었다. 동시에 공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수표공원과 같은 소공원부터 어린이대공원(1973년) 

서울대공원(1978년)과 같은 대형공원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사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를 ‘현대적 공원 형성기’, ‘도시공원의 확충기’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도시계획 현실화로 도시공원은 빈번한 해제와 변경을 경험하였다. 

근대 공원은 사라지거나 축소되었고 새로운 공원은 비현실적으로 계획되었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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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은 일관성 있는 정책과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웠고 도시공원이 갖는 기능 

확대보다는 시가지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녹지 차원으로 다루어졌다.  

 

2) 입법 과정 

○ 1959. 4. 「국립공원법(안)」: 공원 결정권과 심의∙의결권 분리 

한국전쟁으로 유적∙유물들의 훼손이 심각하여 1951년 경주 공원화 건의가 정부 

내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유적 보전을 담당하여야 할 문교부의 소극적 조치로 

문화재는 방치하기 일쑤였다. 당시 석굴암과 불국사 등의 상태는 심각하였고 특별한 

고적 보전계획도 없었다. 반월성 내 토지 일부가 농지개혁으로 농민에게 분배되어 

물의를 일으키자 여론은 「국립공원법」 부재로 탓을 돌렸다.22 문제의 시급함을 인식한 

정부는 1957년 건축가 김중업(1922~1988)을 위촉하여 반월성지 일대를 중심으로 

일제의 ‘경주 공원화 계획’을 새로운 안으로 수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관련법의 

부재로 다액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정부 주도의 공원화 추진이 불가능하였다.23 결국 

1958년 5월 23일 정례 국무회의는 「국립공원법(안)」을 작성하도록 결정하였다.  

1959년 4월 17일 「국립공원법(안)」을 살펴보면, 24  “국립공원의 지정·이용· 

관리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아울러 국민 보건의 향상과 관광 사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 법(안)은 총 31조항으로 구성하여 ① 국립공원의 행정을 

일괄하는 주무관청으로 내무부 토목국이 정책기관이 되고, 심의를 담당하는 

국립공원위원회를 별도로 두었다. ② 사업의 집행, 비용, 관리는 소관 행정청이 

담당하고 ③ 국립공원 내 특별풍치지구를 지정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제한하였다.  

 

○ 1959. 12. 「공원법(안)」: 국가와 지방의 공원 사무 분리 

동년 12월, 정부는 국회 상정에 실패한 「국립공원법(안)」의 대체를 바로 

준비하였다. 법(안)명은 「공원법」으로 개칭하여 형식과 내용면에서 구 법(안)과 

차별하였다. 「공원법(안)」은 국립공원과 지방공원으로 이원화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설치하는 공원의 보호 및 이용과 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공원의 이용 증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과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변경되었다. 이처럼 국가와 지방의 공원 사무 이원화는 당시 

                                                 
22 기자불명, “공원계획에 사대맹점,” 『동아일보』, 1954. 6. 20, 4면. 
23 기자불명, “공사, 사부서 분담,” 『동아일보』, 1957. 4. 19, 3면. 
24 총무처, “국립공원법(안),” 『제47회 차관회의록 송부의건』, (국사의제 205호), 1959.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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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립공원법(1931. 10. 1. 시행)」과 유사하였다. 일본은 공원(도시계획시설 

포함)을 영조물과 지역제로 구분하였다. ‘영조물(營造物)’이란 시설물과 구조물을 

의미한 것으로 국가나 공공단체가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시설(공원)을 의미하였다. ‘지역제(地域制)’란 토지 

소유에 상관 없이 공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이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일정 행위를 금지하여 시설(공원) 목적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본 법(안)은 총칙, 공원의 지정, 계획의 수입과 사업의 집행·관리 및 보존, 비용 

및 손실보상, 국립공원위원회, 감독, 벌칙에 관한 총 7장 총 42조항으로 구성하였다. ① 

우선 본 법(안)은 공원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 공원시설은 도로, 광장, 운동장, 

호텔 등으로 규정되었고 지역 내에서 공중 시설을 개량하여 관광 사업의 발전에 

기하도록 하였다. ② 공원 사업에 필요한 토지 공작물은 강제 수용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립공원 내 일정 구역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③ 공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의 원칙을 마련하였고 손실보상을 규정하였다.  

 

○ 1962. 11. 「공원법(안)」: 도시공원의 법적 수용, 자연공원과 규정 분리 

1962년 1월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1월 도시공원이 

「공원법(안)」에 포함되었다. 도시공원이란 자연공원과 구분하여 도시에 설치된 

공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도시공원이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된 공원”으로 명시하였다. 본 법(안) 25 은 총 5장 총 

37조항으로 총칙, 국립공원 및 지방공원, 도시공원, 공원위원회, 벌칙으로 구성되었다. 

① 도시공원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였다. ② 국립공원 

사업 비용은 국고에서 출원하고, 지방공원과 도시공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하였다. ③ 국립공원과 인접한 지방공원은 주무장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할 수 있었고, 하급 행정청으로 위임 권한의 내용과 범위를 각 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권한의 임의성과 주관성을 차단하였다. 이 법(안)은 건설부 도시과에서 

작성하였으나 ‘주무부’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공원에 대한 총괄 사무를 

담당할 중앙정부기관을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공원과 자연공원(국립공원 및 지방공원)의 규정을 

구분한 것이다. 우선, 양 규정의 공통점은 공원 지정 및 결정시 고시를 의무화하였다. 

공원으로 지정∙결정된 토지는 행위와 사용을 제한 받고 필요한 경우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토지 소유자 등이 공원관리청의 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 

                                                 
25  건설부 도시국 도시계획과, “공원법(안) 제정에 따르는 협조의뢰,” 『도시계획법개정관계(1962~1966)』, 

196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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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관청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소원(訴願)을 명시하였다.  

다음, 양 규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① 자연공원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인 민간의 공원 사업 참여의 길을 열어 두었지만 도시공원은 당시 

「도시계획법」 26에 따라 ‘사인’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② 공원의 폐지에 

관하여 자연공원은 주무장관 또는 지방장관이 공원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할 수 

있었지만 도시공원의 폐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였다. ③ 규제의 방식에 있어서 

자연공원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와 절대 금지 행위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우선 공원의 보전을 위해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광물의 채취, 초목의 

벌채 등 13개의 행위는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용상 필요한 

제한으로 오물 또는 폐물 방치 등 4개 행위는 금지되었다. 도시공원은 점용허가 규정을 

두었지만 허가 행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공원관리청과의 사전 협의만 

규정하였다. 도시공원의 사권 제한 규정은 자연공원과 가장 큰 차이점으로 공원을 

구성하는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사권의 행사를 금지하였다.  

  

                                                 
26  「도시계획법(1962. 1. 20. 제정)」 제5조(사업집행자) ① 도시계획에 관한 사업(이하 도시계획사업이라 

한다)은 각 령에 정하는 행정청이 이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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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2. 1962 년 「공원법(안)」에서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관련 조항∙조문 비교27 

제 2장 국립공원 및 지방공원 제 3장 도시공원 

[제 6 조]  공원의 구역 

공원심의회의 자문을 거쳐 주무장관이 지정∙고시 

[제 20 조]  도시공원 설치 및 시설기준 

설치 및 시설 기준은 각 령으로 정함 

[제 7 조]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결정 

국립공원은 주무장관이 결정∙폐지∙변경 

지방공원은 지방장관이 결정∙폐지∙변경 

[제 21 조]  설치고시 

공원설치 시 공원 명칭, 시설, 면적, 설치 기일을 고

시 

[제 8 조]  공원사업의 집행 

국립공원사업은 국가, 지방공원 사업은 지방장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 공원사업 집행 

[제 22 조]  도시공원의 점용 

공원시설 외 공작물 설치 시 공원관리청에 허가 

점용시설에 대한 사전 협의 

[제 9 조]  각 령의 위임 

승인, 허가, 결정, 사업집행의 사항은 각령으로 규정 

[제 23 조]  원상회복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 

점용허가 받는 자 원상회복 의무 

[제 10 조]  실지조사 

측량 등 필요한 조사 시 소유자 동의로 장애물 변경 

및 철거 가능 

 

[제 24 조]  도시공원의 폐지의 제한 

공원 폐지 금지 원칙. 단,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의 

폐지, 대체공원 설치 및 기타 공익상 특별한 사유는 

제외 

[제 11 조]  공원의 보전 

공원구역 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규정 

[제 25 조]  도시공원의 대장 

공원관리자는 관리대장 작성 

[제 12 조]  행위제한의 완화 

일부 구역을 지정하여 전항(제 11 조)의 규정 완화 

[제 26 조]  조례의 위임 

공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공단체의 조례로 정함 

[제 13 조]  원상회복 

제 11 조의 행위자는 원상회복 의무 

[제 27 조]  도시공원의 사권의 제한 

공원의 토지물건에 대한 사권 행사 금지 

[제 14 조]  보고, 임검 

제 11∙13 조의 행위자는 공원관리청에 보고 의무 

필요 시 공원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출입 조사 

[제 28 조]  공원 예정지의 준용 

새로운 공원설치 시 지방도시계획심의회의 의결 

 

[제 15 조]  이용상 필요한 제한 

공원 내 절대 금지행위 규정 

[제 29 조]  소원 

공원관리자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 소원 제기 

[제 16 조]  원인자 부담 

사업집행자가 공사 또는 행위에 대한 비용 부담 
 

[제 17 조]  손실의 보상 

제 11 조의 허가를 받지 못하여 손실을 받는 자에 

보상, 보상금은 주무장관과 지방장관이 결정 

 

[제 18 조]  소원 

처분 및 보상에 대하여 부당한 자 소원 제기  
 

[제 19 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특례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력 
 

 

                                                 
27  건설부 도시국 도시계획과, “공원법(안) 제정에 따르는 협조의뢰,” 『도시계획법개정관계(1962~1966)』, 

196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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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 2. 도시공원에 대한 첫 법조문 <출처: 건설부, 196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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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3. 9. 「공원법(안)」 철회: 공원 행정요건의 불충족 

건설부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1963년 7월 5일 실무자 회의를 

주최하였다. 당시 내무부, 경제기획원 등은 공원이 국립공원, 지방공원, 도시공원으로 

분산되었고 주무 행정과 재정 일원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원법(안)」에 

부정적이었다. 첫째, 정부 실무자들은 보건복지부가 사유지 보상 재원을 확보하고, 

교통부가 관광 사업을 담당하고, 문교부가 사찰 등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고, 건설부가 

도시공원을 관장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공원 주무부에 대한 해석이 각자 차이가 

있었다. 28  또한 경제기획원은 자연공원은 관광사업비로, 도시공원은 도시 사업비로 

책정되는 등 상이한 재원 구조를 지적하였다. 둘째, 경제기획원과 내무부는 당시 시행 

중인 「도시계획법」과 국회에 상정하여 계류 중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10. 

14. 제정)」만으로 공원을 지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견해였다. 셋째, 

내무부는 공원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희박하고 사업비와 사권 제한에 따르는 보상금의 

재원 염출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법(안)을 작성한 건설부는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공원은 즉시 집행이 아닌 20~50년 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 문제는 

「공원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요약하자면 공원 목적의 희박함, 주무부처의 

불확실, 공원 사업의 재정 부담으로 「공원법(안)」의 국회 상정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1963년 9월 3일 법제처는 「공원법(안)」을 철회하였다.29  

 

○ 1964. 11. 「공원법(안)」재심사: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관련 법조문의 통합 

「공원법(안)」이 철회되었지만 여론은 「공원법」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1964년 초 사직공원 용지 2/3가 불법으로 매각되자 당시 여론은 도시공원 잠식을 문제 

삼았다. 세계의 공원을 소개하며 국토의 자연환경 보호와 1인 1평의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원법」 제정이 필요하고 확보된 공원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칼럼이 실렸다. 30  여론의 지속적인 요구를 고려하여 1964년 11월 전예용 

건설부 장관(1964. 5. ~ 1966. 12. 재임)은 「공원법(안)」을 심사 중에 있다고 

                                                 
28  보건사회부와 문교부는 자기들이 공원을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건사회부는 일본과 미국의 

사례로 보아 공원관리상 필요한 조치는 보건관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당부의 성질이라고 주장하였다. 

문교부는 사회교육과 문화행정을 관여하기 때문에 당부가 주무관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9 법제처, “법률(안) 반려,” 『도시계획법개정관계(1962~1966)』, 1963. 9. 4. 

  법제처, “공원법철회요청,” 『도시계획법개정관계(1962~1966)』, 1963. 8. 19. 
30  “공원은 민주주의와 함께 생긴 것입니다. 19세기 초부터 왕후나 귀족의 개인 정원이 일반에게 

공개되면서 공원 구실을 하게 되었습니다. . . . 공원은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즈음 세계 각국은 도시계획을 할 때 반드시 공원 계획을 세웁니다. 전국도시면적의 10%는 반드시 

공원이 되어야 한다든지 도시에 사는 인구 한 사람당 3.3㎡의 당은 공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20년~40년 뒤의 인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을 정해 꼭 지키도록 합니다.” 

기자불명,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설악산과 한라산을 국립공원으로,” 『경향신문』, 1964. 5. 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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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하였다. 그는 법(안) 내용에 관하여 공원의 종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향정공원, 

도시공원으로 구분하고, 공원 지역의 ‘침범사유방지화’를 위해 공권력으로 공원을 

지정∙설치하고, 사권 행사를 제약(制約)하는 것을 골자로 입안 중에 있다고 밝혔다.31  

1966년 7월 9일 정부(안)으로 제출된 「공원법(안)」은 18일 국회 건설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상정된 법(안)은 1962년 「공원법(안)」과 차이가 있었다. 

과거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의 규정이 분리되었던 것과 달리 상정된 법(안)은 공원 

계획과 설치 부분을 제외한 관리에 필요한 모든 규정을 통합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은 점용허가, 폐지의 제한 외에도 자연공원에서 규정하였던 공원의 보전, 행위 

제한의 완화, 이용상 필요한 제한 등의 관리 규정을 적용 받게 되었다. 전예용 건설부 

장관의 법률 제안 설명은 다음과 같다.  

 

그 동안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은 건축물을 제한하고 도시 내에서만 

설치하는 소극적 입법이었다면 본 법(안)은 자연공원을 포함하여 개발과 

보전을 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극적 입법입니다.  

<「공원법」 제안 사유32> 

 

국회에 제출한 「공원법(안)」의 법조문은 총 4장 48조로 총칙, 공원의 지정 설치 

및 공원계획, 공원의 관리, 잡칙으로 구성되었다. 제3장 공원의 관리는 통칙, 공원의 

사용, 공원의 보전과 공용부담, 공원에 관한 비용, 감독, 손실보상으로 세분하였다. 

1차와 2차의 건설위원회 소위원의 법(안) 심사는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나 국회 

법사위에서는 논란이 되었다. 논란의 내용은 도시공원에 대한 ‘사권의 제한’이었다. 

‘사권의 제한’에 대한 찬성 측은 도시공원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공원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 측에서는 사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상세한 조정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즉, 공원 예정지에는 국가와 지방 토지보다 개인 토지가 

많은데 임대 계약, 토지수용령에 의한 소유권 취득, 임대료 또는 사용료와 같은 상세 

규정 없어 ‘소유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33  

  

                                                 
31 기자불명, “공원법입안중 전건설부장관담,” 『동아일보』, 1964. 11. 18, 2면. 
32 국회사무처, 『제58회 국회건설위원회외의록』 제16호, 1966. 7. 18. 
33 국회사무처, 『제59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5호, 1967.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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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내용 

○ 법률 

8년간의 연구 끝에 「공원법(안)」은 법사위원회의 자구수정과 법제문 정리 요구를 

수용한 건설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채택되었다. 1967년 2월 6일 제59회 제11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종 「공원법(안)」은 정부 원안에 손상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46조항으로 재구성되었다. 34  본회에서 가결(可決)된 법(안)은 ‘법률 제1909호’로 

공포되어 1967년 3월 3일 제정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공원법」은 “공원의 지정 또는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원의 종류는 국립공원, 도립공원(구 

지방공원) 및 도시공원으로 구분하였고 공원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② 

국립공원은 건설부 장관이, 도립공원은 도지사가 지정·관리하고, 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관리하도록 하였다. 단, 도시공원의 지정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③ 지정 또는 설치된 공원은 군사상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지 또는 구역 변경을 금지하였고 상세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④‘공원관리청이 아닌 자(토지소유자∙조합 및 공공단체)’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원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공원의 점용 및 

사용은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였고 공원 내에서의 금지 행위를 규정하였다. 

점용허가의 대상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 토지의 개간과 형질의 변경, 가축의 

방목 등으로 하였고 점용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다. ⑥ 국립공원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기타의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다. ⑦ 공원관리청은 행위자로부터 점용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고 

점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었다. ⑧ 공원관리청의 자문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공원위원회를 설치하였다. ⑨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공원 

외에도 준용공원을 규정하였다. 준용공원이란 「국토건설종합계획법(1963. 10. 14. 

제정)」 제18조에 의거 군건설종합계획에 따라 관광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원 있었다. ⑩ 도시공원을 구성하는 토지와 물건에 대한 사권(私權)은 

제한되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다양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공원 

법규를 근거하기 어려웠다. 당시 도시계획시설을 독립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도로법(1961. 12. 27. 제정)」, 「수도법(1961. 12. 31. 제정)」, 「사도법(1961. 

12. 27. 제정)」에 불과하였다. 「공원법」 23개 관리에 관한 세목 조문 중 17개 

                                                 
34 국회사무처, 『제59회 국회회의록』 제11호, 1967.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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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도로법」에서, 8개 조문이 「도시계획법」에서 차용되었다. 차용된 세목 

조문은 공원 특성을 고려하여 문장과 용어가 수정되도 하였지만 대부분 그대로 

명시되었다. “도로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도로법」은 1938년 

「조선도로령(제령 제15호)」을 계승한 것으로 법적 정통성도 보유하고 있어 

「공원법」 세목 조문의 근거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공원 관리에 관한 대표적인 차용 조문은 도시공원에 대한 ‘사권의 제한’이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수용 및 사용)에 의거 토지나 물건에 관한 수용과 사용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한정하여 토지 소유자의 임의의 지배권(물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다. 반면 「도로법」에서 차용한 ‘사권의 제한’으로 도시공원을 구성하는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한 토지 소유자의 모든 지배권이 행정기관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사실상 보상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개인 토지 내 

공권력의 무한 행사가 법적으로 가능하였다.35 

  

                                                 
35  「도로법(1961. 12. 27 제정)」 제5조(사권의 제한) 규정은 도로선형계획으로 불가피하게 수용한 

사유지에 대하여 보상이전 우선 사업 집행을 하기 위한 의도였다. 1976년 법원은 이 의도가 적법 절차가 

되기 위해서 서울시가 토지소유자에게 점용료를 지불하라고 판시하였다. 부산의 금강공원도 사권의 

제한이 문제되어 토지소유자와 부산시는 2번이나 법원의 심판을 받았다. 부산시가 해당 토지에 공원 목적 

이외의 행위(공원을 사토장으로 활용)를 한 것으로 1980년 법원은 사권의 제한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목적 범위 즉, 행정절차, 「공원법」상 점용기준과 시설기준에 근거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점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공권력 남용의 문제로 사권의 제한은 1980년에 

제정한 「도시공원법」에서 삭제되었다. 

기자불명, “서울지법 합의부 도로법 5조 사권행사제한은 적법절차 거친 후 적용되는 것,” 『동아일보』, 

1976. 12. 6, 7면. 

대구고등법원 1980. 11. 13. 선고 80나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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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3. 「공원법」과 타 법률의 세목 조문 비교 

1967 년 제정 「공원법」 타법의 차용 근거 

제 9 조(공원관리청),  

제 12 조(비공원관리청

의 공원사업 집행) 

공원지정·설치자가 공원

관리청 

허가 받은 자 공원의 설치

·관리 

Ⓤ제 5 조(사업집행자) 도시계획사업은 행정청이 

집행 

행정청이 아닌 자 사업의 

일부 집행 

제 12 조(비공원관리청

의 공원사업 집행)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

사시행 

공공단체 또는 사인 

[‘59. 12. 공원법(안) 제

10 조] 

ⓢ제 6 조(토지소유자·

조합 및 대한주택공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

소유자 또는 그 조합과 

이 실시함. 

Ⓡ제 34 조(비관리청의 

공사시행)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

사시행 

제 34 조(공원위원회) 위원회 설치, 세칙, 임기 

등 규정 

Ⓤ제 4 장 ‘도시계획위

원회’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 규정 

제 16 조(공원의 점용 

및 사용) 

 

제 17 조(점용료의 징

수)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사용 규정 

 

공원을 점용한자로부터 점

용료 징수 

Ⓤ제 13 조(토지 등의 

보전) 

계획토지에서 행위는 시

장·군수 허가 

Ⓡ제 40 조(도로의 점

용) 

공작물의 신축·개축 등 

관리청의 허가 

제 18 조(원상회복) 점용 만료 후 원상회복 Ⓡ제 45 조(원상회복)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회

복 

제 19 조(금지행위) 공원의 손궤행위 등 금지 Ⓡ제 47 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도로의 손궤행위 등 금지 

제 36 조(사권의 제한) 도시공원의 토지·물건 사

권 불행사 

Ⓡ제 5 조(사권의 제한) 도로 구성물의 사권 불행

사 

제 37 조(권리의무의 

이전) 

허가·승인으로 발생한 권

리의무는 대통령령으로 규

정 

Ⓡ제 6 조(권리의무의 

이전) 

- 좌동 - 

제 38 조(처분의 제한) 공원구역 내 국공유지는 

군사상·공익상 제외하고

는 처분금지 

Ⓤ제 48 조(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처분제한) 

도시계획구역 내 국공유

지는 그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양여 금지 

제 40 조(권한의 위임) 시·군·도지사에게 일부 

권한 위임 

Ⓤ제 3 조(권한의 위임) 

Ⓡ제 9 조(권한의 위임) 

지방장관에게 일부 권한 

위임 

제 21 조(토지의 출입

과 사용 등) 

명령·위임허가 받은 자 

조 사 시 타인 토지 출입

·사용·변경·제거  

Ⓤ제 15 조(토지의 출입 

등) 

Ⓡ제 48 조(토지 출입 

과 사용 등) 

행정청 명령 받은 위임자 

타인의 토지 출입하거나 

장애물 제거·변경 가능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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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페이지> 

1967 년 제정 「공원법」 타법의 차용 근거 

제 22 조(비용부담),  

제 26 조(비공원관리청

이 집행하는 사업에 

관한 비용),  

제 27 조(보조) 

각 공원의 사업집행자의 

비용 부담  

국가는 사업집행자에게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제 8 조(비용의 부담) 

Ⓡ제 56 조(비용부담의 

원칙) 

Ⓡ제 70 조(비관리청시

행의 공사비용) 

국가 집행은 국고, 지자

체 집행은 당해 지자체, 

행정청이 아닌 자 그 자

의 부담, 비용의 일부 국

고 보조 

제 25 조(수익자 부

담),  

제 29 조(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사업으로 이익 받는 자의 

비용 부담 

미납부 경우 국세체납처분

의 례 

Ⓤ제 9 조(수익자 부담) 

Ⓡ제 66 조(수익자부담) 

Ⓡ제 78 조(부담금의 강

제징수) 

- 좌동 - 

제 24 조(원인자 부담) 다른 공사와 행위의 자에

게 부담 

Ⓡ제 64 조(원인자부담) - 좌동 - 

제 30 조(법령위반 등

에 대한 처분) 

법 위반 등 경우 인가취소

·사업정지 

Ⓡ제 74 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 좌동 - 

제 33 조(손실보상) 처분으로 손실 받을 경우 

건설부장관, 지자체는 손

실을 보상 

Ⓛ제 45 조(손실보상) 

Ⓡ제 8 장 ‘손실보상’ 

토지소유자 등 손실은 기

업자가 보상 

제 31 조(공익을 위한 

처분) 

공익사업이 필요할 때 관

리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 

및 조치 

Ⓡ제 75 조(공익을 위한 

처분) 

공공의 이익 될 사업 등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처

분 및 조치 

제 32 조(감독처분) 관리청의 취소·변경·조

치 명령 

Ⓡ제 77 조(관리청에 대

한 처분) 

- 좌동 - 

※ Ⓤ: 「도시계획법(1962. 1. 20. 제정)」, Ⓛ: 「토지수용법(1962. 1. 15. 제정)」, Ⓡ: 「도로법(1961. 

12. 27. 제정)」, ⓢ: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8. 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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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4. 「공원법」과 구 법률 비교 

구

분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1962) 

「(구)도시계획법」 

(1962~1967) 

「공원법(안)」 

(1962) 

「공원법」 

(1967 제정) 

목

적 

시가지의 시설계획 

시가지 구역 내 시행 

도시의 창설 및 개량 

공공복리 증진 

국토 자연풍경지 보호 

도시공원 관리 기준 

국민의 보건·휴양 기

여 

국토 자연풍경지 보호 

국민의 보건·휴양 기

여 

정

의 

- -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으로 결정 

도시계획의 시설로 지정된 공원 및 녹지 

도

시

공

원

종

류 

1. 대공원: 가. 보통공원, 나. 운동공원, 다. 자연공원 

2. 소공원: 가. 근린공원, 나. 아동공원(소년공원, 유년공원), 다. 유아공원 

3. 기타공원: 가. 도로공원, 나. 가원, 다. 공개녹지 

*1940 년 총독부고시 제 208 호 

1. 어린이공원 2. 자연

공원 3. 근린공원(동물

원식물원 포함) 4. 묘

지공원  

*1971 년 「도시계획

법 시행령」 

계

획 

결

정 

조선총독의  

(단독) 결정 

지방의회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결 

국토건설청장 결정 

국립·지방공원은 공원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무장관이 지정·결정 

국립·도립공원은 심의

회 심의를 거쳐 건설부

장관·도지사 결정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을 따름 

관

리 

청 

각 부의 관리 지방정부 관리 국립공원은 국가, (지방)도립공원은 지방장관 

도시공원은 지방공공단체의 시장·군수 

설

치 

행정청이 시행(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공원 포함 

국립공원은 국가 

지방공원은 지방장관 

도시공원 설치 기준은 

각 령으로 정함 

공원관리청이 집행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법

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로 설치 
‘행정청이 아닌 자’ 

(공공단체) 

‘행정청이 아닌 자’ 

(대한주택공사) 

비

용 

부

담 

이익을 받는 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부담 국립공원은 국고부담 

(지방)도립공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도시공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조선총독부 부담 국가집행은 국고부담 

지방집행은 지방부담 

행정청이 아닌 자 그 

자의 부담 

민

간 

- 

 

토지소유자·조합 

*1966. 제정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관리청 이외의 자’

에게 전부 및 일부를 

관리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 사업 집행 및 시

설관리 

위

원 

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0 만 이상 도시) 

국립·지방공원은 공원

위원회 

공원관리청에 공원위원

회 

도시공원위원회(령 제

6 조) 

폐 

지 

- 국유 또는 공유토지의 

처분 제한 

공원 폐지 금지  

(대체 공원, 군사상∙공익상 사유 제외) 

국공유지 처분 제한 

기

타 

  국립·지방공원은 행위

·이용제한 

공원의 금지행위·영업

의 제한 

도시공원의 사권 제한 

공원에 효용 하는 시설물과 점유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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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 

「공원법 시행령」은 1967년 6월 17일 대통령령 제3113호로 제정되었다. 총 

34조항으로 구성되어 공원시설, 지정과 폐지 기준, 점용기준, 공원의 설치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을 명시하였다. ① 공원 시설물은 도로와 광장, 숙박시설 전망시설, 야영장 등 

총 14개의 각 호로 나누었고 그 중 “도시공원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규정된 공원 목적에 필요한 건축물”로 정하였다. ② 공원의 지정 기준은 

국·도립공원의 경우 풍경, 토지, 산업, 이용, 배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도시공원은 제외되었다. ③ 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공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를 명시하였다. 군 작전·군사시설 또는 군 기밀부지인 경우, 하천·발전·철도· 

통신·항공 등 사업의 경우, 의무교육 시설·주요 연구소 등을 설치하는 경우, 

정유·제철·비료·종합기계 공장 건설의 경우, 사실상 사용 또는 효용이 상실한 

공원은 폐지될 수 있었다. ④ 점용의 기준에 관하여 공원계획 및 공원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미관상 공원으로서 효용을 해치지 아니할 것, 자연 상태 및 

주위 환경과 조화할 것으로 규정하였다. ⑤ 국립공원은 건설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었고 도시공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공원위원회 36 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공원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4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으로 하고 토지 기증자를 

특별위원으로 위촉하였다.  

 

4) 법령 개정 

법률은 1차례(1973. 2. 16.), 명령은 5차례 개정하였으나 특별한 규정 변화는 

없었다. 

  

                                                 
36  우리나라 공원위원회의 역사는 1946년 ‘서울시 헌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립 직후 공원에 대한 

규범으로서 법이 유명무실한 동안, 미국식 행정조직을 표방한 「서울시 헌장」은 공원 행정을 규정하였다. 

이 헌장에서 공원위원회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원)위원회는 공원, 광장, 가로, 공터와 

레크레이션 센터에 대한 통제 관리 감독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어린이 놀이터 또한 지금부터 

위원회의 감독하에 놓인다. 그리고 그 위에 건물과 구조물을 건립하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위원회는 운동경기와 전시회를 목적으로 관할 하에 있는 임의의 스타디움과 레크레이션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입장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허가할 수 있다.” 『미군정청관보』 Vol. No. 1, 

(서울: 원주문화사, 1991), p.82. 강신용과 장윤환,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서울: 대왕사, 2004), 재인용, 

p.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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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도시공원의 개발과 정비를 촉진하는 「도시공원법」 

 

1) 시대 상황 

1976년 UN의 인간주거에 관한 회의(HABITAT)의 선언에 맞춰 1980년대 우리 

도시정책은 효율과 편익에 집중하여 교통∙운수 시설, 유통 및 공급처리 시설, 방재 

시설, 보건∙위생시설, 공원녹지 시설 등의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1982년부터는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 올림픽 유치에 따른 쾌적하고 아름다운 

대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역량이 집중되어 국민의 생활 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다. 도심재개발이 도시 전체로 확산되어 1988년까지 서울시 내 420개 

지구(1.8㎢) 중 93개 지구(0.4㎢)가 완료되었고 신축 건물은 도시미관의 부합, 주변 

건물과 조화, 외장 재료의 조정 등을 건축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1985년 서울시는 경성 시가지계획 이후 전면적인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구역은 708.3㎢,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293.9㎢, 미집행 사유지는 112.8㎢에 이르렀다. 37  1991년을 목표로 서울시는 

50년 동안 산발적이고 일관성 없이 수립되었던 도시계획사업을 정비하여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거나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는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꿔 놓았고 국가는 

군사 정권이 배척하였던 여러 제도들을 부활시켰다. 첫째,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중앙정부의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로 위임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높아졌다. 1995년에 첫 출범한 민선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시민의 욕구를 반영하였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부활38은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소권의 기회를 넓혔다.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강요당한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계획에 

불복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위헌 결정을 이끌어 냈다. 셋째, 

1993년 ‘문민정부’와 1998년 ‘국민의 정부’는 민간 활동의 역량을 확대하여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규제개혁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였다. 

1980년대 서울시를 중심으로 공원 조성이 증가하였고 다양한 공원정책이 

수립되었다. 학교, 군부대, 공공시설의 이전적지가 공원화되었고 도시공원의 계획∙조성 

및 관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공원정책은 과거 도시 외각의 개발 제한 

중심에서 도심지 시민의 이용과 접근을 고려한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리우 

                                                 
37 기자불명, “도시계획 전면 재정비,” 『경향신문』, 1985. 1. 22. 6면. 
38  본래 헌법재판소는 1960년 제2공화국 「헌법」에 설치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 설치되기 전에 5.16 

군사정변으로 설립이 무산되었다. 이 때문에 1988년 헌법재판소 설치는 신설된 규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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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회의(1992년)를 기점으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환경 및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태공원 조성, 어린이대공원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유형의 

환경생태분야 도시공원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자율적 자원봉사 활동을 정착시켰다. 반면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도시공원 결정시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수립되어야 

할 보상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2) 입법 과정 

○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의 분리 

1970년대 후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환경 개발이라는 상이한 과제가 

「공원법」만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공원법」의 목적은 자연 

고유의 풍치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국립·도립공원의 현실은 무분별한 상업∙숙박시설과 

도로 개설의 증대로 관광지화 되었다. 1977년 12월 31일 「환경보전법(1990. 8. 1 

폐지, 이후 환경정책기본법)」 제정과 동시에 “자연보호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박대통령의 하명으로 

정부는 「자연보호기본법(가칭)」을 제정하기로 결정하였고 국립공원관리원에게 

사법경찰권 부여를 논의하였다.  

국무총리기획실 산하 평가교수단은 1977년 3·4분기 심사분석 보고회에서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토지 공유 원칙에 접근하여 

소유권과 이용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현행 토지정책을 재검토”하고 “도시공원법의 

제정으로 공원구역 내 사유지의 전면 매수, 공장 이전지의 공원화, 생태학적 접근 

방법을 통한 국토이용계획 수립”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39  평가 교수단의 의견을 

수렴한 건설부는 1978년 3월 도시 내 녹지와 도시주변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도시녹지공원법(가칭)」 제정을 발표하였다.40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① 신규 및 

기존 도시의 재정비시 지역별 인구 비율에 따른 도시녹지 확보의 의무화, ② 도시생활 

환경 보호를 위한 공원녹지 공간의 확대 및 추가 지정, ③ 공장·학교 및 기타 대규모 

건물 이전 지역의 녹지화, ④ 도시 주변 사적지 문화재의 최대한 보전과 정화, ⑤ 댐과 

수원지 주변의 자연녹지 보존·관리였다.41 

 

                                                 
39 기자불명, “총 리실 평가교수단 토지 소유·이용권 분리토록,” 『동아일보』, 1977. 12. 7, 1면. 
40 기자불명, “연내로 도시녹지공원법 제정,” 『동아일보』, 1978. 3. 6, 2면. 
41 기자불명, “도시공원법 제정키로,” 『동아일보』, 1978. 6. 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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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7. 「도시공원법(안)」 

국회 상정을 앞둔 상태에서 정부는 「도시공원법(안)」의 제안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시가지의 거대 현상은 도시에 있어서 

녹지와 공간의 잠식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도시 주민에 대한 생활환경의 

변화는 물론 도시환경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도시공원과 녹지의 

정비촉진은 당면한 도시 문제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현행 공원법은 주로 

자연공원인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인위적이고 

조경적인 이용 위주의 도시공원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으므로 도시 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행법으로서 도시공원법을 제정하여 도시공원과 녹지의 개발과 정비를 

촉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함으로써 건강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보전과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법을 제한하는 

것임.”  

<도시공원법(안) 제안 사유42> 

 

본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명시하였다. ② 도시공원은 해당 도시의 지리적 자연적 여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기준과 규모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③ 시장과 군수가 도시공원을 

설치∙관리하되 민간인도 허가를 받아 공원을 설치∙관리할 수 있었다. ④ 도시공원의 

입장료는 해당 공원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수입금은 도시공원의 시설 

개선과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였다. ⑤ 도시공원의 점용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였고 매수(買受)하지 못한 토지소유자의 점용 신청은 타에 

우선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⑥ 도시공원 내 사유 토지는 공원관리청이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매수하도록 하였다.43 ⑦ 조성계획은 도시공원 결정 후 2년 

                                                 
42 건설부, 『도시공원법 제정에 따른 의견 조회』, (도시 442.2-1618), 1979. 7. 9. 
43 「도시공원법(안, 1979. 7. 9.)」 제26조(토지의 취득 등) ②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 안에 있는 사유토지에 

대한 매수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③ 공원관리청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이하여 건축물, 공작물의 철거 또는 이전시키거나 사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매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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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도시계획으로 입안 결정하도록 하였다.44 

 

3) 법령 내용 

○ 법률 

1979년 12월 3일 제103회 국회에 「자연공원법(안)」과 동시에 상정된 

「도시공원법(안)」은 1980년 1월 4일 법률 제3256호로 제정되었다. 

「도시공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 또는 광장, 조경시설, 휴양 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 시설로 구분하였고 세부시설은 건설부령으로 

정하였다. ② 도시공원의 종류는 기능에 따라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으로 세분되었다. 그 동안 「도시계획법 시행령(1971. 7. 22. 개정)」 에 

규정하였던 도시공원 종류가 본 법률로 정한 것으로 달라진 점은 근린공원에 

‘동물원과 식물원 포함’ 문구가 삭제되었다. ③ 시장∙군수는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으로 도시공원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④ 조성계획으로 입안된 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고 설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하였다. ⑤ 비 

행정청으로 명시한 민간은 공원과 시설을 조성·운영할 수 있었고 공공이 설치한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운영 할 수 있었다. 「공원법」과 달라진 점은 민간이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⑥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 건축물과 공작물 등 기타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는 

점용허가는 대상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또한 토지 소유자가 점용허가 

신청을 할 경우 타에 우선하여 허가하도록 하여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⑦ 공원관리청은 입장료와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요금 인상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공원법」과 달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⑧ 공원관리청은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지방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단,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었던 

「공원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지는 제외하였다.  

구 법인 「공원법」과 달리 「도시공원법」은 ‘조성계획’과 공원시설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여 도시공원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고, 공원 예정지를 점용하는 토지 

소유자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공원법」에서 공권력 

                                                 
44  「도시공원법(안, 1979. 7. 9.)」 제5조(조성계획의 입안, 결정) ④ 조성계획은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을 결정과 함께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과 함께 결정하지 못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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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용의 소지가 있었던 ‘사권의 제한’이 삭제되어 오직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도시공원에 대한 공권력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도시공원법」은 「공원법」에서 긍정적 규정도 삭제되었다. 「공원법」 

제28조(부담금등의 귀속) “수입금은 당해 공원의 관리·개발과 . . . .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수익금 사용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삭제되었다.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조항이 삭제되어 공원의 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가 사라졌다. 「도시공원법(안)」에서 규정하였던 미집행 

해소 방안도 삭제되었다. 공원조성계획 ‘2년 내’ 기속 기한(羈束期限) 45이 삭제되어 

예산 편성 및 집행 계획에 대한 구속력이 축소되었다. ‘사유지 연차별 매수 계획’도 

삭제하여 미집행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에 대한 강제성도 사라졌다.  

 

○ 명령 

시행령이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여러 명령 중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하는 집행명령(대통령령)을 

뜻한다. 시행령은 국민의 새로운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어도 법률에 

근거한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공원법 시행령」은 도시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사용권과 밀접한 점용기준을 중심으로 규정하였다. 동법 시행령은 1980년 

10월 6일 제정되어 대통령령 제10038호로 공포되었다. 총 18조항으로 구성된 동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①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임 받은 공원관리자의 권한의 대행, ② 

점용허가에 관한 절차와 기준, ③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④ 비용 보조 등 

법률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점용허가의 대상은 총 13호 30종으로 

규정하여 「공원법」보다 구체화하였고 점용허가의 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구체적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일반적 기준은 풍치와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 지상·지하물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구체적 기준은 대부분의 점용허가 시설에 대하여 지하 

설치를 원칙으로 하였다.  

시행규칙은 부령이라고 불리며 행정 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시행규칙은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은 본 법률의 목적인 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의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설의 종류와 공원 및 시설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여 

국회의 승인 절차 없이 공원 문제와 행정 정책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다. 동법 

                                                 
45  기속이란 남을 강제로 얽매어 자유를 빼앗음을 뜻하는 것으로 재량권이 없는 법률적 구속 또는 

강제성을 의미한다. 기속 기한이란 법률의 구속행위가 효력의 발생 및 소멸 등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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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은 1980년 10월 15일 건설부령 제275호로 제정되었다. 구 「공원법 

시행규칙」이 각종 서식만을 규정하였던 것과 달리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은 실제 

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총 14조항으로 ① 공원시설의 

종류는 법률에 명기한 조경시설부터 관리시설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종류를 

규정하였다. ② 도시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충족할 수 있는 도시공원 면적 

기준을 1인당 3~6㎡로 제시하였다. ③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은 도시공원의 

기능에 따라 유치 거리와 면적 규모를 규정하였다. ④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공원면적의 2%를 초과할 수 없었고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5%까지 

허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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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5. 「도시공원법」과 법(안) 비교 

주요조항 「공원법」 

(1973. 2. 16 개정) 

「도시공원법(안)」 

(1979. 7. 6.) 

「도시공원법」 

(1980. 1. 4. 제정) 

목   적 공원의 지정·설치·관리 규정 

자연풍경지 보호와 국민의 보건

휴양정서생활에 기여 

도시의 공원 설치·관리와 녹지의 보전·관리 규정 

쾌적한 도시환경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확

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제 1 조] 

정   의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로 설치하는 공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 생활 향상 

도시계획법 제 12 조의 규정으로 결정된 것 

종   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묘지공원 

(공원법 시기에는 ‘71 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으로 규정)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설치기준 공원시설의 종류 시설종류, 배치, 설치기준과 규모 등 건설부령 

학교·공장 이전지 공원화 [삭제] 

조성계획 - 시장·군수가 입안,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 

도시계획 결정고시 후 2 년

내 결정 

[삭제] 

설치·관

리 

시장·군수가 설치·관리 시장·군수가 ‘공원조성계획’으로 설치·관리 

토지취득 - 사유지 연차별 징수계획  [삭제] 

비행정청 

(만간) 

공원사업 집행 

공원관리청 설치 시설 관리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공원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음 

 

점   용 

대통령령이 정한 바 공중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보전을 요하는 자연상태에 영향

을 미치지 아니할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 우선 허가 

공원조성계획에 저촉여부 확인 후 허가 결정 

공원을 점용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사용료 징수 

- 사유지는 징수하지 않음 

입장료 

 

공원관리청과 비공원관리청은 입장자로부터 징수하거나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징수절차는 지방조례 징수절차는 대통령령 징수절차는 지방조례 

부담금 등 

귀속 

점용료·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와 징수자의 수익으로 함 

수입금은 공원의 관리 및 개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함 [삭제] 

위 원 회 도시공원위원회 설치(령) [삭제] 

처분제한 국공유지와 그 물건은 도시계획 목적 이외 매각·양도 제한 

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 부담 

비용보조 소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 

- 비행정청 시행은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 보조 

기    타 사권의 제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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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법령 개정 

1993년 김영삼 정부(1993~1998, 재임)는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완화 

(規制緩和, deregulation) 46  를 논의하였고 ‘행정쇄신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규제완화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법령을 정비하였다. 규제완화는 국토법제에도 영향을 

주어 기존 보전 중심의 토지 이용 제도를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개편하였다. 

1998년 김대중 정부(1998~2002, 재임)는 규제완화를 한층 강도 높게 추진하자는 

의도로 규제개혁으로 불렀다. 1998년 2월 28일 「행정규제기본법(1997. 8. 22. 

제정)」을 개정하여 동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 발촉과 동년 6월 1일부터 

‘신설·강화규제의 사전 심사제’를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을 주택∙도시분야의 규제 개혁 대상으로 설정하여 

법령을 정비하였다.47  

 

표 Ⅱ- 6. 「도시공원법」 법령 주요 규제개혁 사항 

구    분 주요 개정 사항 

법    률 도시공원의 입장료는 공원관리청에 신고하며, 사용료는 자율화함 

도시공원 안에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전명령 규정 삭제 

인가∙승인 등으로 발생한 권리∙의무 이 전시 허가 또는 신고규정을 삭제 

시 행 령 도시공원 및 녹지 안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과 가설건축물의 설치 요건 완화 

도시공원법이 개정(1999. 2. 8. 개정)에 따라 지장물의 이전통지의무의 폐지 등 

시행규칙 도시공원 별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범위 확대 

골프연습장의 설치기준 마련 

*자료: 국토법제 팀, 『규제개혁 국토법제』, (국토연구원, 1999), p.34. 

 

도시공원을 직접 시무(視務)하는 지방행정청도 「도시공원법」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았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개선 의견은 첫째,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의 

중복 절차에 따른 행정 업무의 간소화. 둘째, 민자 유치와 공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추가. 셋째, 도시공원 내 생활 주민의 민원을 고려하여 점유 규제완화. 넷째,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과 비등한 도시공원 의무 확보 면적의 축소로 압축할 수 있다. 

 

                                                 
46  규제완화는 국민생활의 불편한 요인의 해소에 한걸음 더 나아가 복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침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또는 경감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완화 조치는 금지나 제한 

자체를 폐지하거나 절대적 금지는 상대적 금지로 완화하거나 상대적 금지를 단순한 신고제로 전환한다. 
47 규제개혁위원회, 『’98 건설교통부 규제정비계획』, 1998,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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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7. 도시공원 법령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의견 

시도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의견 

서울 

‘97.11.27. 

법 제 14 조 

(입장료의 징수) 

[요금조정은 조례로 개정→지자체장이 결정] 

버스요금 등 물가영향에 미치는 공공요금은 시·도지사 결정 사항 

조례개정의 복잡함으로 민자시설의 물가상승율 적기 반영의 어려움 

대전 

‘98. 3.19. 

법 제 4 조 

(조성계획의 

입안·결정) 

[조성계획은 시장·군수 결정→자치구청장도 포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권한 구조 변경 

법 제 29 조의 2(신설) 

(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공원 내 점용허가를 도시공원 법으로 일원화] 

현행 본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재로 민원행정의 통일성 결여 

법 제 4 조의 2(신설) 

(용도지구 결정) 

[공원지정 이전 집단취락 마을 시민 생활권 보장] 

무허가음식점, 민박 등 각종 불법행위지도단속으로 행정력 낭비 

법 제 6 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 

[국가재정 사업으로 도시공원 설치 가속화]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요구사항 기피 해소 

법 제 8 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용도지구로 결정한 취락지구 내 경미한 행위는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서 제외] 

전라북도 

‘98. 3.27. 

영 제 6 조 

(점용허가의 대상) 

[증축은 종교시설, 보육시설 한정→기존 주택의 증축 포함] 

공원지역 내 주택 노후화 및 불법 증축행위 증가 

전라남도 

‘98. 4. 1. 

영 제 6 조 

(점용허가의 대상) 

[관리용 가설건축 연면적 66 ㎡→99 ㎡으로 규제완화] 

전업농가의 대형농기계 보관 등의 용이 

부령 제 3 조 

(도시공원의 면적) 

[도시공원면적 6 ㎡/인 → 읍∙면 지역 기준 완화] 

읍∙면 지역은 녹지 분포가 높음, 시 단위와 낮은 기준 적용 필요 

경상북도 

‘98. 4. 1. 

법 제 4 조 

(조성계획의 입안) 

[단순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 절차 간소화]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계획법에 결정 고시→도시공원법으로 일원화] 

법 제 6 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 

[민자사업시행자 도시계획법에 의거 취득→도시공원법으로 일원화] 

민가 시설의 사항을 의제 처리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부령 제 2 조 

(공원시설의 종류) 

[편익시설에 예식장 및 장례식장 추가] 

민자유치를 통해 예산 절감 

부령 제 3 조 

(도시공원의 면적) 

[도시공원면적 6 ㎡/인 →읍`면 지역 기준 완화] 

읍`면 지역은 녹지 분포가 높음, 시 단위와 낮은 기준 적용 필요 

부령 제 4 조 

(도시공원 설치 규모) 

[5 만㎡ 미만 읍∙면의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유치거리와 규모 

완화] 

현실성 있는 기준 규정, 사유재산의 피해 방지 

영 제 6 조 [증축은 종교시설, 보육시설 한정→기존 주택의 증축 포함] 

영 제 7 조 

(점용기준의 기준) 

[종교시설 증축은 연면적 이내→대지면적의 20%이내 증축] 

종교행사에 필요한 면적 협소 

경상남도 

‘98. 4. 1 

법 제 4 조 

(조성계획의 

입안·결정)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으로 결정→공원결정 2 년이내 도시계획 

결정] 

장기간 조성계획 미수립으로 공원개발 지연 및 예산확보 근거 마련 

부령 제 2 조 

(공원시설의 종류) 

[공원시설에 간이골프장 삭제→자연체험장 추가] 

간이골프장은 공원탐방객 이용시설로 보기 어려움 

*자료: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관리과, 『도시공원법령제도 개선』, 1997-1998.  

관련 공문을 취합하여 필자가 요약 하여 재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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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공원법」 제정부터 1993년 「도시공원법」까지 도시공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단 한 차례 있었다. 그러나 1993년 규제완화 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개선 

요구에 따라 정부는 도시공원에 관한 법령을 적극적으로 개정하였다. 이후 법률은 총  

9차례 개정되었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총  29차례 개정되었다. [부록 7. 참조] 

 

표 Ⅱ- 8. 도시공원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및 규제강화 

구  분  총  개정 주요개정 규제강화 규제완화 

공 원 법 법 률 1 1 1 - 

 명 령 5 - - - 

 ( 소 계 ) (6) (1) (1) - 

도시공원법 법 률 9 3 - 3 

 명 령 29 16 7 12 

 ( 소 계 ) (38) (19) (7) (15)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이 소유한 도시공원과 공원시설은 

본래 일정 기간 후 공공에 귀속되었지만, 1993년 법률 개정으로 영구 소유권이 

보장되었다. 1999년 법률 개정으로 개인 소유의 점용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이전 

명령이 삭제되었다.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2000년 법률 개정은 시장∙군수가 도시공원 결정 후 10년 동안 집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해당 시장∙군수에서 토지의 매입을 청구(매수청구권, 買收請求制度)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2020년 7월 1일까지 도시공원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도시공원의 결정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하는 일몰제(日沒制) 48가 부칙에 신설되었다. ②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점용허가 시설의 추가, 기존 건축물(생활 건축물, 종교 

건축물, 보육 시설)의 변경, 농∙임업 등의 관리용 가설 건물의 설치 등 도시공원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 민원을 고려하였다. 2000년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도입하면서 본 법률의 시행령은 도시공원 결정 20년 경과 시 시장∙군수가 

도시공원 용지를 매입하지 않은 경우 토지 소유자는 2층 규모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③ 시행규칙의 개정은 1982년부터 시작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대부분 공원 시설의 추가와 공원시설 설치 기준을 신설하거나 조정하였다. 개정 

사유는 도시공원 이용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거나 도시공원시설 설치에 있어서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였다.  

                                                 
48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법이나 제정 당시와 여건이 달라져 법률이나 규제가 필요 없게 된 이후에도 

한번 만들어진 법률이나 규제는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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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도시공원∙녹지 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 시대 상황 

우리나라 국정 흐름과 도시정책의 맥을 맞춰보면, 1960~1980년 기간에는 

근대화와 산업화로 국정의 패러다임이 정해졌고 도시정책 또한 재건과 건설이 

중심이었다. 1980~2000년 기간에는 국정의 방향이 민주화와 세계화로 바뀌면서, 

도시정책은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환경을 중시해야 한다는 논리가 부상하였다. 

2000년 이후 국토 균형화로 국정 방향이 설정되면서,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균형 선도는 도시정책의 핵심과제였다. 현재는 창조적 활동을 강조하는 국정 방향이 

세워지고, 도시정책은 보통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생활도시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중이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2000년을 전후로 과거 성장의 과실을 인정하고 균형과 

생활도시 등을 풀어보려는 상향식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기조는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을 제고하고, 살고 싶은 도시공간을 구현하며,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한 규제 합리화, 아름다움 도시공간 조성을 

지향하는 중이다. 49  

지방자치 시대 이후 다양한 공원녹지 정책이 수립되었다. 서울시의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1996~2000)’은 공원녹지 보전과 확충을 정립한 최초의 정책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서울시는 공원 부족 지역 내 용지를 보상하여 거점공원으로 조성하였고 

소규모의 시유지를 매각하였던 정책을 수정하여 지역 소공원으로 우선 확보하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과 함께 추진하는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정책 (1998~ 

2002)’으로 토지보상비 부담이 적은 생활권 및 가로변 공지는 적극적으로 녹화되었고 

월드컵 대비 대형공원이 조성되었다. ‘생활권 녹지 1000만 평 늘리기 사업(2002~ 

2006)’은 장기 계획을 전제한 중기 계획으로 10~20년 간의 지역 여건 변화 및 

계획을 예측∙분석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 하였다. 또한 시민의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다.50 

  

                                                 
49 2005년 이후 시대상황은 안균오, 권용우, 박양호의 글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힌다. 

안오균, “도시정의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도시 문제』, 570, 2016. pp.32-35. 

권용우, “도시와 도시정책,” 『도시 문제』 565, 2015, pp.8-9. 

박양호, “반세기 도시 문제 회고와 전망,” 『도시 문제』 514, 2011. p.28-30. 
50  최용호, 『공원녹지정책의 분석 및 방향설정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p.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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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 과정 

○ 도시계획 체계의 광역화 

「도시계획법(1991. 12. 14)」 개정으로 제도화된 ‘광역도시계획’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실시로 예상되는 각 단체의 할거주의(割據主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되었다.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하나의 도시만으로 국한할 수 없는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 상호 간 연계성을 수립하기 위해 개정 법률은 관계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51  그리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도시 전체의 발전과 효율적인 환경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2개 이상 

도시계획구역을 광역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52  이후 수도권 또는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도시연담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였다. 정부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을 전부개정하여 제3장 

‘광역도시계획’을 신설하였고 2개 이상 도시의 공간 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결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으로 결정되었던 공원∙녹지계획 이외에도 ‘광역도시기본계획’으로도 

도시환경보전과 녹지관리체계를 입안하도록 하였다. 

 

○ 도시녹지 보전법제의 정비 

1990년 후반 토지 법제의 급격한 변화와 도시계획의 광역화로 공원녹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되었다. 공원과 녹지는 법적으로 구분된 상태였고 목적과 성격을 

달리한 법률들이 녹지를 규정하고 있어 도시녹지축 및 광역녹지축 연결이 어려웠다. 

녹지는 국토법과 환경법 체계로 나누어져 있었다. 국토법 체계에서 녹지는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이후 지구∙지역으로 지정하였고, 1980년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계획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로 구분되었다. 환경법 

체계로서 녹지는 「자연환경보전법(1997. 8. 28 전부개정)」에 따라 생태계보전지역, 

임시생태보전지역, 소생태계 등 보전지역으로 구분되었다. 

녹지에 대한 법적 체계화를 위해 2001년 한국법제연구원은 『도시녹지보전법제 

정비방안연구』53를 완료하였고 ‘도시녹지’라는 개념을 법률적으로 정립하였다. 본래 

‘도시녹지’는 실정법에 존재하지 않은 용어로 「도시공원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유하지만 유기적 연관성이 결여된 법적 근거와 목적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운영 

                                                 
51 「도시계획법(1991. 12. 14. 개정)」 제20조의5(광역시설의 설치∙관리) 신설 
52 「도시계획법(1991. 12. 14. 개정)」 제20조의4(광역계획구역의 지정) 신설 
53 전재경, 『도시녹지보전법제 정비방안연구』,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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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왔다. ‘도시녹지’의 확대 및 보전을 위한 법제정비 방향은 일본의 입법례인 

「수도권근교녹지보전법」 및 「도시녹지보전법」처럼 독립법으로 제정할지 아니면 

기존의 녹지 근거법들을 정비할 지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서가 제시한 

결론은 가칭 「도시녹지법(안)」을 제정할 경우 작업이 간명하고 호응을 얻기도 쉬울 

것이나 도시녹지의 광범성과 장기적∙실질적 효용을 고려하여 기존의 녹지 근거법들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도시녹지’가 법제도화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의 정비가 시급하였다. 「도시계획법」은 녹지를 

녹지지역으로 국한시키는 폐쇄적 태도를 시정하고 「도시공원법」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만 녹지로 보는 형식적 태도의 극복이 필요하였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의 결정은 행정의 처분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하겠지만 이미 조성∙유지된 

녹지만을 보전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도시녹지’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법」상의 시설 개념과 「도시계획법」상의 지역 개념이 

기능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조정과 지역 및 시설 이외의 녹지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제도 정착이 필요하였다.  

 

○ 2003. 3. 「도시공원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도시공원법」 전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제정)」54 이 시행하는 2003년 1월 

입법 예고하기로 하였다. 동년 1월 정부는 ‘공원녹지 제도 개선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월 1~2회 회의를 운영하고 3월에는 공청회, 4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 

‘관계기관 자유 제한’ 등을 수렴하여 12월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었다. 

본 법률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첫째,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 

둘째 근린 생활권 내의 도시 녹지공간 확대, 셋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녹지의 해소 

방안 강구를 목표로 하였다. 2003년 「도시공원법」 전부개정(안)에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55 ① 도시계획의 광역화에 따라 공원녹지의 연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설치를 위한‘시설공원’과 도시자연의 관리를 위한‘구역공원’으로 

이원화하였고 기존 시설녹지 외에도 도시녹지를 제도화하였다. ② 국내 조성공원의 

                                                 
54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 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 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법제도를 운용하였다. 그러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는 양 법률을 통합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비 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제정)」을 시행하여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55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도시공원 녹지제도 개선방안』, 200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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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이 매우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선진국 수준의 도시 녹색 공간을 56  확보하기 위해 

자투리 공간의 소공원화, 도시지역의 녹지 보전과 녹화를 위한 용도지구 지정, 기존 

도시와 새로운 도시개발지역의 도시공원∙녹지의 확보 기준을 마련하였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의 수림지 등을 개방 시설로 사용하고 일정 지역 내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이 나무를 심어 녹화율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도시녹화에 대한 시민 

참여가 필요하였다. 이에 시장∙군수가 도시녹화를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녹지계약 또는 녹지협약을 제도화하였다. ④ 정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해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57  낮추기 위해 도시지역의 산지 등 별도의 조성이 

필요 없는 도시자연공원의 용도구역 전환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을 활용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하였다. 

 

3) 법령 내용 

○ 법률 

정부는 「도시공원법」 전부개정(안)을 예정보다 약  1년 뒤인 2004년 12월 25일 

국회에 상정하였다. 법률 개정(안)은 2004년 2월 21일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상정되었고 

28일 국회법사위의 자구심사를 거쳐 동년 3월 2일 제25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국회는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76호로 본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였고 정부는 2005년 10월 1일부로 시행하였다. 

본래 정부 제출 제명은 ‘「도시공원법」 개정(안)’이었으나 국회운영위원회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 칭: 공원녹지법)」로 제명 개정 하였다. 본 

연구자는 제명 개정에 대한 실증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제명 개정의 사유는 법 

제도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한다. 제명의 서두인 

‘도시공원 및 녹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된 공원 및 녹지”라는 법정 정의를 

토대로 그 동안 소외되었던 녹지에 대한 법적 위치를 제고(提高)하였다. 다음 ‘등에 

관한’ 것은 법제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지만, 도시관리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이외의 포괄적 대상을 규정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첫째, 

「공원녹지법」은 새로운 개념인 공원녹지 및 도시녹화를 추가하여 도시관리계획시설 

이외로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산림법」에 의한 산림 이외의 식생 공간을 

포함하였다.58 둘째, 그 동안 도시계획 법령이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였던 방법 

                                                 
56 2000년 런던과 동경의 주민 1인당 조성공원 면적이 19.4㎡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5.0㎡ 미만이었다. 
57 2000년 도시공원 면적 중 도시자연공원이 차지하는 면적이 58%에 해당하였고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도입으로 도시공원 내 사유지 매수비용만 약  20조원이 필요하였다. 
5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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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보충 수단으로 도시공원∙ 

녹지를 ‘확충’하고자 하였다. 셋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신설되면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관리계획 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이외에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으로 지정된 도시공원을 규정하였다. 

따라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에 담긴 의미는 본래의 도시관리 

계획 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관리에 대한 기존 도시공원 법규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비도시관리 계획 시설로서 공원녹지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규정을 통해 도시지역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녹지네트워크 형성하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Ⅱ-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명의 의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시설로서 규정] 

전통적 도시공원 법규의 목적 유지 

도시공원과 녹지의 분리 

 

[기존 제도의 유지] 

도시공원 법규에 따라 설치 및 관리 

도시계획 법규에 따라 확보 

 

[비도시관리계획시설로서 규정] 

새로운 도시공원∙녹지 제도 추가 

도시공원과 녹지의 통합 

 

[제도의 개선] 

도시계획 법규 이외의 공원녹지 확충 

공원녹지 법규에 따라 확충 

용도구역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신설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 

▼ 

도시녹지 공간 확대 및 녹지네트워크 형성 

 

「공원녹지법」은 은 총 10장 56조로 「도시공원법」에 비해 규정 내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비도시 관리 계획으로서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규정 추가와 

그것에 대한 계획 절차와 확충 방안을 신설하였기 때문이었다. 법률 개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다. 나무·잔디·꽃 ·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라.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라 함은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1674987#//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1674987#//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167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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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관리하기 위하여 

계획 수립 및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함과 

아울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안 사유59>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는 시장·군수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도록 

하였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보전·이용·관리·확충을 위한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원녹지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제3장(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에서는 도시녹화 확충 방안과 

도시공원∙녹지의 확보 기준을 마련하였다. 우선,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된 시책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보전 및 이용과 묘목의 제공 등 당해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과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도록 하였다. 

둘째, 일정한 규모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녹지의 확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당해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조성하도록 하였다.  

제4장(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서 주요 내용은 도시공원의 종류와 입안 절차가 

변경되었고 실효 제도가 도입되었다. ① 도시공원의 종류는 기능에 따라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나누었다. 생활권공원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구분하였다. 주제공원은 생활권 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및 시·도 조례가 

정하는 공원으로 세분하였다. ②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실효 제도는 도시공원 

확보에 따른 국민의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으로 고시가 없을 경우 해당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잃도록 하고, 향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개정)」 제48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따라 미집행 기간이 20년을 도과(徒過)하였을 경우 도시공원 결정을 

                                                 
59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개정이유.  

(출처: http://glaw.scourt.go.kr/wsjo/lawod/sjo190.do?contId=1674987#151670259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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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도록 규정하였다. 

제5장(도시자연공원구역)은 ① 용도구역으로 신설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을 정하였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 행위는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금지하였다. ③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이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토지의 

매수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개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의 규정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취락지구 내 건축물의 용도, 높이, 연면적, 건폐율 및 

용적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 명령 

본 법률의 대통령령(시행령)은 2005년 12월 9일 제정하여 동년 12월 9일 

시행하였다. 총 10장 51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된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 의 체결 기준, 도시공원녹지의 확보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사업의 규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 및 동 

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등을 규정하였다.  

본 법률 부령(시행규칙)은 2005년 12월 30일 전부개정하여 동년 동일 

시행하였다.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구 「도시공원법 시행규칙」과 같이 공원시설의 종류, 도시공원의 면적,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의 건폐율,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기준과 설치면적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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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0. 「공원법」, 「도시공원법」, 「공원녹지법」 주요 항목 비교 

구분 1967년 공원법 1980년 도시공원법 2005년 공원녹지법 

제정 

사유 

천연적 자연풍경지 보호 

지정･설치공원의 폐지제한 

자연공원과 분리 필요 

도시공간 잠식의 해소 

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 규정 

계획수립 및 관리체계 개편 

도시자연공원 지정･관리 

공원 

종류 

국립･도립공원, 도시공원 

도시자연, 보통, 근린, 아동, 

도로, 묘지 

(도시계획법, ‘67.) 

도시자연, 근린, 어린이, 묘지

(도시계획법, ‘71.)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93.) 

 

도시자연공원 

가. 생활권공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나.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

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

원, 조례가 정하는 공원 

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권한 

건설부장관 건설부장관 결정( ‘ 82. 어린이

공원 시･도지사 위임) 

시･도지사 위임( ‘ 91.) 결정

(‘94.) 

시･도지사 결정 

계획  공원조성계획 

도시기본계획(20 년 단위) 

공원녹지기본계획(10 년 단위) 

공원조성계획 

설치 

관리 

시･도지사 (비용 포함)  

 국가도시공원(국고예산‘16. 3.) 

민간 

공원 

추진 

한시적 사업권 

기부채납으로 공공에 귀속 

수영장 설치 

골프연습장, 승마장 추가(‘87.) 

영구 소유권 보장(‘93.) 

월드컵경기장 쇼핑센터 (‘99.) 

민자공원추진자 특례(‘09. 12.) 

공원 20%이하 주거･상업 개발 

최대 30%까지 개발 가능

(‘15.1.) 

실효 

및 

보상 

2 년내 도면작성이 없는 경우 

해제 

토지소유자 10 년 후 미조성시

매수청구권 부여 (‘00.) 

20 년내 미조성공원 실효

(‘00.) 

매수청구권 부여 

10 년내 공원조성계획이 없거나  

15 년내 필요성 재검토 

20 년내 미조성시 결정 실효 

점용 사용과 변경 제한 개선 대수선 가능(‘90.) 

모든 건축 3 층내 증축(‘99.)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4) 법령 개정 

2005년 3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이후 법률은 총  

17회, 명령은 총  55회 개정하였다. 본 법령의 개정은 구 「도시공원법」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규제를 완화하였고 규제강화 건수는 법률과 명령 각각 2회뿐이었다. 규제를 

강화한 법률 개정은 2012년 12월 민간공원 사업시행자의 요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 12. 18. 개정)」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규정하는 요건에 맞추었고, 2017년 4월 도시공원의 범죄와 안전사고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CCTV와 비상벨 설치를 신설하였다. [부록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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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1. 공원녹지 법령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 및 규제강화 

구  분  총  개정 주요개정 규제강화 규제완화 

공원녹지법 법 률 17 10 2 6 

 명 령 55 25 2 24 

 ( 소 계 ) (72) (35) (4) (30)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회와 정부는 2009년 12월 법률을 대폭 

개정하여 민간공원특례를 신설하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규제와 공원 조성계획 절차를 

완화하였다. 민간공원특례 관련 법률 개정은 2012년 12월 한 차례 규제를 

강화하였지만 사업시행자가 나타나지 않아 2015년 1월 민간공원 시행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법률 개정은 2016년 5월 수목장림 설치 및 토지 

분할을 허용하여 개발 범위를 넓혔다. 공원조성계획 관련 법률 개정은 2011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를 신설하였다. 그 외 특이할 만한 

법률 개정은 2013년 5월 도시민의 정서 순환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도시농업공원을 신설하였고, 2016년 3월 국가가 도시공원에 대한 지정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도시공원특례 신설하였다.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점용허가시설이 확대되었다. 2006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0년 동안 시행령을 개정한 결과 총 16개 점용허가 시설이 추가되었고 대부분 

전기통신관, 운송통로, 송유관, 푸드트럭, 영화촬영 가설물 등 산업 시설에 해당하였다.60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시행령 개정은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음식점, 제과점 등의 

점용허가 시설을 추가하여 취락지구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이 

공원시설을 대폭 증설하였던 것과 달리 민간공원특례의 신설로 본 법률의 주요 

시행규칙 개정은 총 9건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유스호스텔, 

경로당, 보육 시설 등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다. 특이할 만한 추가 공원시설은 대학 

기숙사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도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60  이러한 도시공원 내 산업시설의 확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과 그 기조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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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절차와 기준의 변천 

 

3-1. 도시공원 결정 및 설치에 대한 절차의 변천61 

 

1) 도시공원 결정 절차의 변천 

○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식민지라는 특수한 환경 아래에 만들어진 것으로 절차적 

합리화가 본토에 비해 높지 않았다. 62  제령 제2조에서는 “시가지계획구역 및 

시가지계획은 그 구역에 관계하는 부회, 읍회 또는 면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조선총독이 

이를 결정한다”라고 명시하였다. 이 조항에 관하여 제령 제정에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嘉一)는 “계획의 내용이 지방의 주민과 필요한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결정에 있어 미리 시가지계획 구역에 관계하고 있는 부회, 읍회 

또는 면 협의회의 자문을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그는 각문(閣問)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시가지계획구역 및 시가지계획 자체에 있고 조선총독은 답신을 존중해야 

하지만 그 답신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63  따라서 제령에 명시한 

시가지계획 결정은 오직 조선총독 권한으로 의견 청취는 형식적 절차라고 할 수 있다. 

 

○ 「(구)도시계획법」과 「공원법」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절차는 국토건설청장(1962. 2. 이후 건설부장관)이 

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획일 구조였으나 「조선시가지계획령」과 달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다. 1967년 

「공원법」 제정으로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지정 절차를 마련하였지만 

도시공원은 「공원법」상 절차에서 제외되어 「도시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했다. 따라서 도시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 절차의 변경은 도시공원 법규가 아닌 

                                                 
61 도시공원 결정 및 설치에 관한 절차의 변천은 [부록 9]을 참조 할 것. 
62 일본의 「도시계획법(1919. 4. 4. 제정)」은 중앙과 각 지방에 자문기관(도시계획위원회)를 두어 지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였지만 조선의 시가지계획위원회는 총독부 직속기구로 두어 정책협력기구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송순, ‘조선총독부 도시계획 관련 정책 심의기구 연구: 조선총독부 토목회와 시가지계획위원회,” 

『한국사연구』 134. 2006, pp.221-264. 
63  坂本嘉一. 『朝鮮土木行政法』, (帝國地方行政學會朝鮮支部, 1939), 이명규, 『한국과 일본의 

도시계획제도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조선시가지계획령과 일본의 (구)도시계획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p.140. 재인용. 

http://hanja.naver.com/hanja?q=%E5%9D%82
http://hanja.naver.com/hanja?q=%E5%9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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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법규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강력한 공업화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 인구의 집중과 팽창을 막기 위해 

1971년 1월 19일 「도시계획법」을 전부개정하였다. 도시 교외의 부도심과 신도시를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개정 법률은 건설부 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의 절차는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으로 입안하고, 

건설부장관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의결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원조성계획을 

명시하였다. 도시공원은 서울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 의해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다시 공원조성계획으로 입안하는 이중 절차를 밟게 되었다. 즉, 도시공원은 

도시계획만으로 결정될 수 없었고 공원조성계획으로 공원시설 종류, 위치, 범위, 배치 

등 구체적 계획 내용이 수립되어야 가능하게 되었다. 

1981년 3월 31일 「도시계획법」 개정의 핵심은 20년간의 도시개발 방향과 법정 

도시계획 지침이 될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였고 내용적으로 공원녹지계획이 

포함되었다. 64  개정된 법률은 도시계획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도시계획 전문연구기관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법」 제정으로 도시공원위원회가 삭제된 관계로 도시공원에 대한 자문은 

「도시계획법」을 따르게 되었다.  

1982년부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권한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도시계획법 

시행령(1982. 10. 23. 개정)」 개정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한 결정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되었다. 1988년 4월 6일 「지방자치법」이 부활하였고 정부는 

「도시계획법(1991. 12. 14. 개정)」을 개정하여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였다. 동시에 시∙도지사의 일부 위임 권한은 시장∙자치구청장에게 

재위임 할 수 있었고, 기초자치단체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1월 28일 전부개정한 「도시계획법」 제23조(도시계획의 결정권자)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되었다. 65  개정된 법률에 따라 

                                                 
64 「도시계획법 시행령(1981. 9. 25. 개정)」 제7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 
65 대법원은 도시공원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하여 (기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차이를 판시한 사례가 있다. 

위임사무는 국가사무가 지자체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단 

「도시공원법」 제30조(조례의 위임)에 따라 설치와 관리만 조례를 따를 수 있었다. 반면 2000년 법 

개정으로 시설의 결정과 변경이 자치사무가 되면서 조례 적용의 범위는 계획의 결정변경까지 확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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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입안, 국가 결정이라는 이원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단일 체계로 전환되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헌법불일치결정에 

따라 「도시계획법(2000. 1. 28. 전부개정)」은 공∙사익 균형을 위한 보상적 조치를 

규정하면서 도시계획 결정 사후 절차의 효력을 강화하였다. ① 법 시행일인 2000년 

7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결정의 폐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과 보상계획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③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시장∙군수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도시계획시설 결정 20년 경과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상실하게 되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 칭: 국토계획법)」을 제정으로 

도시관리계획이 신설되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 조사 결과, 재원조달 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이해관계자로서 주민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은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였다. 도시관리 

계획결정 사후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원칙과 도시공원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보완하였다. 전자의 

법률이 20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그 결정을 실효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후자의 법률이 도시공원 결정 10년 후에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실효(失效)하거나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더라도 5년 후 재검토 과정을 

거쳐 지정∙해제하는 예비적 실효 판단의 근거를 두었다.  

  

                                                                                                                                         
있었다.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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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2. 도시공원 입안∙결정∙사업승인 권한의 변천 

구분 도시공원의 확보 도시공원의 조성 

계획 입안권 계획 결정권 사업 승인권 비용 부담 

1934 년 국가 국가 국가 국고 

1962 년 국가 국가 국가 시∙군 

1971 년 시∙군 국가 시∙군 시∙군 

1982 년 시∙군 국가 

시∙군 (어린이공원) 

시∙군 시∙군 

1988 년 지방자치제도    

1991 년 시∙군 시∙군 위임 시∙군 시∙군 

2000 년 시∙군 시∙군 시∙군 시∙군 

2016 년 시∙군 시∙군 시∙군 시∙군 

(국가도시공원) (시∙군 신청) (국가) (국가) (국고지원) 

 

2) 도시공원 설치 절차의 변천 

일제시대 공원의 설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였고 제령 제3조에 따라 

조선총독이 정하는 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도시계획 및 공원 

사업시행자는 지방행정청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원칙으로 삼고 있다. 

1971년 개정 「도시계획법」은 재개발 사업과 신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가계획(건설부장관의 승인 또는 허가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과 

지방계획으로 구분하였다. 이때부터 도시공원 사업은 지방계획 사업으로 포함되었고 

건설부 장관의 별도 승인 없이 도시공원 사업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입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고, 건설부 장관이 

도시공원을 결정하고, 도시공원 사업 시행은 다시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게 되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높아졌다. 

「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공원 설치는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였다.  

당시 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및 설치와 폐지를 심의하였고 도시계획과 

저촉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가 의결하였다.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근거가 삭제되어 도시공원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만으로 가능하였다. 단, 

1991년 3월 서울시는 「도시공원법」 제30조(조례의 위임) “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근거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여 별도로 심의 절차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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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공원 설치 기준의 변천66 

 

○ 「조선시가지계획령」 

1921년 8월에 창립한 ‘경성도시계획연구회’는 도시계획분과에 공원분과를 

별도로 두었고, 1928년 9월에 발행한 ‘경성도시계획조사서’ 제2차 안은 기존 

개원공원을 그대로 시가지계획에 반영하였다. 1930년에 발행한 ‘경성도시계획서’ 

제3차 안은 주민 1인당 공원 면적, 공원 종류(아동공원, 근린공원, 도시공원, 운동공원, 

자연공원), 각 공원의 소요 면적·유치 반경·1개소 최소 면적을 공원계획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서구로부터 새로운 도시계획 이론을 도입한 일본 본토의 움직임을 

반영하기 위해 1938년 조선총독부는 「경성도시계획요람」을 발행하여 공원 종류, 

종류별 면적 기준, 유치 거리 등을 재조정하는 ‘조선총독부 공원계획표준안’을 

제시하였다 

1940년 3월 12일 ‘경성시가지계획공원(총독부고시 제208호)’을 결정하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기존 공원계획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였다. 공원계획 기준은 공원 

면적의 크기에 따라 대공원과 소공원으로 구분하였고 대공원은 보통공원, 운동공원, 

자연공원으로, 소공원은 근린공원과 아동공원으로 분류하였다. 아동공원은 

소년공원, 유년공원, 유아공원으로 기타공원은 도로공원과 가원(街園)으로 

세분하였다.  

 

○ 「공원법」 

1962년 서울도시계획 위원회는 『도시계획기본자료조사서』를 발간하여 “조국 

방위의 일선에서 산화한 영령을 모신 국군묘지가 가장 영광스러운 공원(요원 또는 

묘지공원)으로 지정되어야”67할 것을 제시하였다. 그 후 건설부 고시[1962. 12. 20. 

제187호]에 따라 묘지공원은 새로운 공원 종류로 설정되었다. 

  

                                                 
66 도시공원 설치 기준의 변천은 [부록 10]를 참조 할 것. 
67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기본자료조사서』, 1962, pp. 6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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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은 풍경∙토지∙산업∙이용 및 배치에 

관한 지정 기준을 마련하였다. 68  토지는 대부분 국공유지로 구성하고 산업 개발에 

지장이 적은 곳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원법」 제6조(지정 등의 기준) 

“도시공원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에 따라 도시공원에 대한 기준은 1940년 일제의 

공원계획 기준이 유지되었다. 「공원법」상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공원 외에도 

준용공원이 있었다. 1966년 건설부가 발표한 「공원법(안)」의 준용공원은 일제가 

지정한 서울의 22개 공원, 지방의 16개 도시 내 개원공원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공원법」은 준용공원을 군건설종합계획에 따라 관광자원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였다. 

1968년 서울시는 불명확한 도시공원의 제도적 상태를 타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었고 도시공원의 종류를 대공원, 소공원, 특수공원으로 구분하였다. 

특이점은 고궁 사찰 등이 포함된 공개녹지를 문화재공원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당시 1967년에 제정된 「공원법」에 근거하여 유원지를 포함하였고 영리 

목적으로 공중의 위락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준(용)공원을 포함하였다.  

1971년 7월 22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정부는 도시계획시설을 

세분하였는데 도시공원을 어린이공원, 자연공원, 근린공원(동물원∙식물원을 포함한다), 

묘지공원으로 규정하였다. 반면 각각에 대한 세부 계획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정 

도시공원 종류와 일제가 만든 공원계획 기준이 공존하는 현상이 1980년 

「도시공원법」 제정까지 지속되었다. 

 

○ 「도시공원법」 

1980년 10월 15일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도시공원 계획 기준이 

                                                 
68 「공원법 시행령」 별표 1. 공원지정기준표 

구분 국립공원 도립공원 
풍경 규모∙ 요소∙ 웅대성∙ 변화성 및 원시성이 

우리나라 풍경을 대표할만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뛰어난 자연 

풍경지일 것. 

규모∙ 요소∙ 웅대성∙ 변화성 및 원시성이 도를 

대표 할 만한 뛰어난 자연의 풍경지일 것. 

토지 1. 예정지가 대부분 국유 또는 공유지이거나 보안림으로서 풍경을 보호하는데 적합할 것. 

2. 사유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소유자 기타 관계자가 공원지정에 협력할 수 있을 것. 

산업 수력발전∙ 광업∙ 농업∙ 임업∙ 목축 및 수산 기타 각종 산업개발에 의하여 풍경파괴의 우려가 적을 

것. 

이용 수용능력, 이용의 다양성이나 특수성이 다수인의 이용에 적합할 것 

배치 배치상 분포는 고려하지 아니함 배치상 분포는 이용을 고려하여 지역적으로 

편재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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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규정되었다. 도시공원 면적 기준은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인당 6㎡로 설정되었고,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구역 안에서는 주민 1인당 3㎡로 하였다. 도시공원의 종류는 1971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공원 세분을 받아들여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으로 하였고 근린공원은 유치 거리에 따라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 지역권, 

광역권으로 구분하였다. 1993년 8월 5일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라 체육공원이 

도시공원 종류에 추가되었다. 당시 입법 사유를 보면 “국민소득의 증대로 건강 및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체육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을 전부개정한 건설교통부는 “종전 공원녹지 제도는 60년대 

「공원법」 제정 당시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69고 밝혔다. 그리하여 정부는 

유치 거리에 기초한 도시공원만으로 더 이상 시민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도시공원을 ‘시설 개념’과 ‘신∙구 도시’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시설 개념의 도시공원은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으로 구분하여 

생활권공원은 기존의 공원 체계를 유지하였고 소규모 자투리 토지를 활용한 소공원을 

도입하였다. 소공원은 1996년 서울시가 마을마당 조성 사업에서 출발한 것으로 시내 

곳곳의 100~300여 평의 자투리 땅을 체비지(替費地) 70  매각 공고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팔아 건물을 짓게 하던 정책을 바꿔 공원녹지로 조성하여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한 시 정책을 제도화 한 것이다. 주제공원은 기존 묘지공원과 

체육공원 이외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을 추가하여 공원에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였다. 신∙구 도시에 따라 도시공원∙녹지의 확보 기준을 차등하였다. 기존 도시는 

구 「도시공원법」이 제시하였던 확보 기준(도시지역 내 6㎡/인, 시가화구역내 

3㎡/인)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개발 도시는 각종 개발 법령과 공조하여 개발 면적 

용도지역 및 계획 인구를 고려한 확보 기준을 법적으로 의무화하였다.71 

 

  

                                                 
69 건설교통부, 『도시의 공원녹지 공간 확충』, 2005. 
70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매각할 수 있는 땅. 
71  법률 개정 당시 주택건설사업자들은 주택건설기준에서 제시한 30% 녹지확보 기준과 중복하고 

도시공원∙녹지는 사회기반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하게 반대하였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도시공원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주건협정책 제2003-567(200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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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대별 도시공원 법규의 특성 

 

1)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구)도시계획법」: 도시계획적 원칙의 적용 

최초로 공원을 제도권에 포함시킨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구)도시계획법」은 

시가지계획시설로서 공원을 규정하였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이전 일제에 의해 

제도화된 공원은 지역∙지구제로서 토지의 지정과 행위의 제한 만으로 시민의 보건과 

재난의 피난처로 공원의 목적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가지 내 자유 공지의 

보전이 도시 문제로 등장하면서 총독부는 계획적이고 체계화된 방식으로 공원 용지를 

확보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하고자 하였다. 1934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공원은 공공용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재정으로 조성하는 

시가지계획시설로 전환되었다. 해방 이후 정부는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를 재건하고 

일제의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1962년 「(구)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고 전재민들로 

잠식된 공지를 회복하고자 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하였다.  

근대의 법규는 공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지만 공원을 규제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제도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첫째, 공원은 “계획 없이 개발이 없다”는 

‘건축부자유의 원칙’을 적용 받게 되었다. 즉, 공원은 반드시 도시계획으로 수립되고 

공공이 주체가 되어 해당 토지를 수용할 수 있었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공원은 공공의 

복리에 적합한 공동 소유와 공동 경제의 형태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사회적 의무를 

내재하게 되었다. 둘째, 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현상 유지의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이 의무는 지역∙지구제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공원 용지로 토지가 수용된 순간 공공은 

해당 토지를 보전하여 효율적인 공원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원 

예정지는 민간의 사용과 행위가 제한되어 시장 지배력이 상실하게 되었고 개발이 

억제되어 환경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공원법」: 기존 법의 틀로 만들어진 법규 

전쟁으로 훼손된 유적∙유물을 보호하고 잠식된 공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정부는 

「공원법」 제정이 필요하였다. 본래 「공원법」은 우리나라에 자연공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1959년 「국립공원법(안)」에서 출발하였고 8년의 연구 기간  

점진적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국립공원법(안)」은 공원 결정권과 의결권을 분리시켜 

조선총독 일원화였던 일제의 법과 차이를 두었다. 동년에는 「공원법(안)」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공원은 국립공원과 지방공원(현 도립공원)으로 구분하여 사무와 책임을 

나누었다.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에 따라 도시공원이 「공원법(안)」에 

수용되었고 이 법(안)은 도시공원과 자연공원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였다. 이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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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확보는 「도시계획법」에 따르고 도시공원의 설치∙관리는 「공원법」을 

따르는 분리된 제도 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공원법(안)」은 정부 부처 간 이해의 

충돌로 잠시 철회되었지만 1964년 정부가 심사를 재개하면서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의 

세목 규정이 통합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1967년도에 제정된 「공원법」은 향후 

도시공원 법규가 규정하여야 할 제도적 범위를 정립시켰다. [부록 6]의 도시공원 법규의 

목차 비교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원법」이 제시한 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 감독, 

보칙, 벌칙 규정이 향후 도시공원 법규의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도시공원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한 「공원법」은 공원에 대한 독자성이 

부족하였다. 1967년 이전 공원은 해방과 전쟁이라는 혼란기를 겪으면서 사실상 

공원정책이라는 것이 부재하였다. 공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공원법」은 일본의 「국립공원법」에 따라 사무와 절차적 체계를 응용하였고 

「공원법」의 다수 조문들은 각종 토지개발 관련 법률의 조문을 짜깁기하여 

만들어졌다. 즉, 「공원법」은 공원에 대한 특성과 개념을 정립하여 만들어진 선도적인 

법규가 아니라 미리 정해 둔 법의 틀에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 법률들의 논리와 틀을 따르게 되었다. 

특히 「공원법」의 다수 조문∙조항은 「도로법」에서 차용되어 토지 등의 보전, 공원의 

점용 및 사용, 원상회복, 금지행위, 원인자부담, 사권의 제한 등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채워졌다. 그 중 사권의 제한은 사인에 대한 규제를 높이고 공권력의 사용 범위를 넓게 

설계할 수 있어 제도적 불공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다.  

 

3) 「도시공원법」: 기준 정립과 제도 개선의 시작 

 1980년 「도시공원법」 제정은 상이한 성격의 공원들이 제도적으로 공존된 

상태에서는 도시공원의 개발과 정비를 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출발하였다. 법(안)은 「도시계획법」과 별도로 2년 내 공원조성계획 수립, 도시공원 

사유지를 매수, 공원 용지의 자제적 확보를 골자로 독립법으로서 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원조성계획(2년내 기한 삭제)을 제외한 관련 

규정이 삭제되면서 「도시공원법」은 「공원법」과 차별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도시공원위원회 설치 조항이 사라지면서 도시공원에 대한 전문성이 후퇴하였다. 그러나 

「공원법」과 비교하여 「도시공원법」의 큰 차이는 법률보다는 명령에 있었다. 

「공원법」 명령에서는 도시공원에 대한 관련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상세하지 

못하였던 반면 「도시공원법」 명령은 도시공원에 관한 점용 대상, 점용허가 기준, 

공원시설의 종류,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행정의 자의적 

해석을 배제하여 법적 구속력을 높였다.  

1993년 이후 「도시공원법」의 태도가 바뀌어 제도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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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도시공원법」은 규제 중심에서 민원 

중심으로, 보전 중심에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도시공원법」의 태도 전환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제한 

상태를 고려하여 점용기준이 완화되었고, 민간의 도시공원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원시설이 확대되었고 설치기준이 완화되었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도의 개편과 독립법으로 성장 

약칭「공원녹지법」은 근린 생활권 내 도시녹지 공간 확대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기본 방향을 두었다.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 법률은 풍부한 공원정책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공원정책에 대한 경험은 지방자치제의 부활이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다소 권위적이었던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되면서 

도시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 높아졌고 1995년에 첫 출범한 민선 

지방자치장들은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996년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 수립 이후 시민 참여에 의한 도시 내 녹지공간 

확대, 쌈지공원을 통해 도시공원의 공평 분배 추진, 각종 개발사업 조건으로 공원녹지 

기부채납 등 공원과 녹지가 통합된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기초로 정부는 

정책 수준에 머물렀던 공원녹지를 제도화하기 위해 ‘도시녹지’라는 법정 개념을 

수립하였고 전문가 그룹과 협력하여 「도시공원법」 정비(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로 

전부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으로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보하였던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본 법률에 의거한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공원녹지를 

확충할 수 있게 되었고 각종 개발사업의 도시공원∙녹지 의무제를 시행할 수 있었다. 

공원녹지 외에도 본 법률은 다양한 자구책을 제도화하였다. 정부는 일몰제로 

도시공원의 대량 실효를 방지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하였다. 도시계획 결정에 수동적이었던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공원의 실효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었다. 향후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민간공원과 국가도시공원에 관한 

특례는 일반 법령에 대하여 예외적인 제도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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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 13. 도시공원 법규의 특성 변화 

법명과 입법 취지 시대 사항 입법 과정 법규의 특징 

‘34 「조선시가지계획령」 

도시의 창설 및 계량 

공원의 확보 

비 재정 방식의 신도시 건설 

실험적 공원계획 수립 

개발제한 기능의 공원정책 

(‘19) 일본 「도시계획법」 제정 → (‘22) 

조선총독부 「조선시가지계획령」 초안 작성 

→ (‘23) 관동대지진, 피난처로서 공원 필요 

→  (‘26) 지역제로서 공원  

도시계획으로 공원 확보 

공원 예정지 내 행위 제한 

▼ 

도시계획적 제도 원칙 적용 

‘62 「도시계획법」 

공원의 재건 

한국전쟁 이후 전재 복구 

공원 용지 내 무허가시설 난립 

(‘51, ‘61)일제 법령의 정비 → (‘55)재

건 복구와 백년대계의 도시계획 수립 → 

(‘59 안)위생불량지역 적극 계량 

‘67 「공원법」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문화제와 자연보호 제도 필요 

도시 확장과 도시 억제 정책 수립 

시역 통제를 위한 공원정책 수립 

새마을 운동으로 도시 공원화 

(‘59 안) 공원 결정권과 심의권 분리 → 

(‘59 안) 국가와 지방으로 공원 사무∙책임 

분리→ (‘62 안) 도시공원 신설, 도시계획으

로 도시공원 확보 「공원법」으로 도시공원 

설치∙관리 → (‘63) 법(안) 철회 → (‘64

안) 법(안) 재심사, 도시공원과 자연공원 법

규 통합 

혼란기 공원정책의 부재 

토지개발법률 차용 

▼ 

기존 법의 틀로 만들어진 법규 

‘80 「도시공원법」 

도시공원의 개발과 정비 

국가 행사에 따른 도시정비 추진 

통합 법규로서 공원개발의 한계 

도심지 중심으로 공원조성 

(‘77) 법(안) 건의,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법

제도 분리 → (‘78) 법(안): 사유지 연차별

징수계획, 이전적지 녹지의무제, 사적지 보전 

「도시공원법」 자구 조치 규정 삭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 유지 

명령으로 도시공원 상세 규정 

▼ 

도시공원 기준 정립과 제도의 개선 
‘93 「도시공원법」 

도시공원의 규제완화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도시계획 결정

의 위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불복 

(‘93) 규제완화 정책: 규제 중심에서 민원

중심, 보전 중심에서 보전 및 개발의 조화 

‘05 「공원녹지법」 

도시공원∙녹지 체계 개편 

생활도시로서 도시정책 추진 

도시계획시설의 보상조치 촉구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공원녹지 정책 

추진 및 성과 

(‘00) 도시연담화에 따른 광역녹지체계 구

축 → (‘01)도시녹지 법률개념 정립 → 

(‘03) 법(안) 근린생활권 내 도시녹지공간 

확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 

공원녹지 정책의 제도화 

도시계획 외 도시공원∙녹지 확충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한 자구 조치 

▼ 

도시공원 제도의 개편과  

독립법으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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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시공원의 주요 쟁점 

 

 

앞서 제 Ⅱ장에서는 법적 언어로 쓰여진 도시공원 법규의 변천을 고찰하였고 그 

특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 기조의 전환과 도시공원 정책으로 성취된 사회적 

경험의 소산이 제도의 틀 속에 수용되면서 도시공원 법규가 발전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 장에서 논증된 내용은 도시공원 법규의 큰 틀에서의 변천을 

고찰한 것으로 법제도의 변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에 관하여 논의되었던 쟁점들을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법적 언어는 

현실의 사건을 그 속에 포섭하는 것”이고 법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적 

수단” 1 이라는 점에 비추어 제Ⅲ장은 법제도와 관계한 도시공원의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따라 제1절에서는 수집된 관련 논의 자료를 검토하였고 내용을 

분류하였다. 자료는 전문가 집단이 논의한 도시공원 정책 및 제도 연구와 시민 참여에 

제기된 현안들, 비전문가 집단이 논의한 신문 기사와 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마지막 제2절에서는 각 시대별로 관련 논의를 재정리하였고 분류된 내용을 유형화하여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1. 도시공원 관련 논의의 전개 

 

1-1. 정책 및 제도 연구 

 

1) 관련 논의의 추세 

도시공원 정책 및 제도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 도시 문제에서 시작하였다.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환경 파괴와 생활 주변의 여가 공간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도시공원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당시 주요 논의 

내용은 도시공원 확보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해외의 도시공원 면적과 배치를 비교 

연구하였고(강병기, 1972, 나상기, 1973), 도시공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행정 인력의 

조직화(유병림, 1978)와 조경 디자이너 양성(장문기, 1972, 1974)을 다루었다. [부록 

                                                 
1 안경환, 『법과 사회와 인권』, (서울: 돌베개, 2009), p.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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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본격적인 도시공원 정책∙제도 연구는 조경이 학문적으로 성장한 1990년부터 조경 

전문가 주도로 논의되었다. 1970년대 연구의 주제가 도시공원 확보와 전문성을 

강조하였다면 1990년대 연구는 도시공원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상태에서 양적 ∙ 질적 ∙ 

관리에 관한 주제로 확장하였다. 황기원(1993)은 공급자나 시민이 도시에서 공원의 

존재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이용권 중심의 도시공원 종류가 적합하지 않다는 점, 둘째, 시 당국이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 셋째, 공원, 녹지, 유원지, 운동장, 광장,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이 서로 유사하여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김영대(1995)는 도시적 위상에서 도시공원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 이유로 녹지 

행정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도시공원이 다른 공공개발 부분과 달리 개발 효과가 

느리다는 점도 있지만 행정의 매너리즘이 도시공원 내 사유지 비율을 높이고 시 

외곽으로 격리시키는 등 도시공원에 대한 개발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정책학자 

이규천(1995)은 정치철학에 기초하여 도시공원에 대한 정부 정책이 ‘최소한의 

유지’라는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도시공원의 조성을 모색할 수 있는 

윤리적 정책 행동 준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공원과 같은 사회재에 도덕적 자격을 

부여하여 정부가 사회적 토지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고, 둘째, 

도시공원으로 수용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도시공원의 공공의 목적을 정당화하여야 

하고, 셋째, 민주성에 입각하여 국민의 대다수를 도시공원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할 것이었다. 최용호(2005)는 서울시 민선 시장 기간 도시공원 정책과 해외 도시공원 

정책을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도시공원 정책 변화는 도시공원 확충과 

관련된 정책 비중이 감소한 반면 보전, 질적 개선, 시민 협력, 생물 다양성 관련 정책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시의 도시공원 정책은 여전히 

도시공원 확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외국 도시와 비교할 때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00년 이후 도시공원 정책∙제도 연구는 도시공원 확보와 민자 유치 중심의 기존 

도시공원 정책∙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노태욱 등(2001)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정 기준에 따른 도시공원의 양적 지표에 얽매인 관계로 도시공원 행정이 

낙후되었다고 보았다. 이에 시민의 이용 차원에서 민간 자본에 의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발이 필요하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공공 규제가 민간의 참여 유도를 가로막고 있다고 

보았다. 법학자 양승업(2007)은 1995년 청담공원 내 민간 골프연습장 설치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주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에 대한 기본권 충돌을 연구하였다. 이에  

결론은 환경권에 직접 근거하여 주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입법이 미비하고 

환경권이 재산권 아래로 서열화하는 시키는 판례의 태도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법학자 문상택 (2014)은 도시공원 실효제, 도시자연공원구역, 민간 참여 방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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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사업에 관하여 법제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도시공원 실효 제도의 일종인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주문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대책 없는 해제는 공익 상실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도시자연공원의 

구역전환은 해당 토지소유자를 보상과 실효 대상에서 제외시켜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고 민간 참여 방식은 도시공원을 수익적 개발의 대상으로 삼게 되어 관리 감독이 

소홀할 경우 조성사업의 부실이 우려된다고 보았다. 윤은주(2016)는 공∙사익의 균형을 

위해 민간의 도시공원 사업 참여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공재 확충을 위한 토지 

재산의 사회성 논리가 해체되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2) 관련 논의의 분류 

김덕삼(1990)은 ‘공원∙녹지의 문제’란 양적 확보만큼이나 충분한 질적 개선을 

통해 이용의 편익 및 장소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인간생활 환경공간의 창조 활동이고 

‘도시공원 문제’는 국가의 경제 건설이라는 당면 과제에 가려 도시공원이 갖는 

근원적인 인식의 접근보다는 단위 공간의 물리적 확보가 주요 과제가 되었다고 보았다. 

즉,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의 문제를 다루는 도시공원 정책과 제도는 도시공원의 

‘확보와 조성’ 및 ‘유지관리’ 대한 부분이 주요 논제라고 볼 수 있다.  

① ‘도시공원 확보 및 조성’에 관한 논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서 

출발한다. 이 문제는 197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박병주(1972)는 도시공원이란 

존재 효과만으로 도시환경 보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용 효과를 통해 시민은 심리적 

보건적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도시 공간에서 공원정책을 무기한 미루는 행정 관행이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기대감을 사라지게 하고 자연에 대한 접촉을 멀어지게 한다고 

보았다. 공원정책을 미루는 행정 관행의 주요 원인으로 강병기(1972)는 우리나라 공원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당시 공원 통계는 계획공원만 제시하여 도시공원 조성 

현황을 할 수 없거나 자연녹지와 혼동을 조장하고, 고의적으로 통계 수치를 조작하는 

등 실적 과장이 전략적 공원정책 수립을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기 개발도 정책∙제도 연구의 주요 주제였다. 유병림 

(1978)과 김동필∙이기철(1996) 등은 점진적으로 공원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적인 

토지의 매입계획 수립과 사유지 우선 매입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오구균(1995)과 

박문호(1996)는 인접 공원과의 이격 거리, 사유지 매입비, 근린공원 충족량, 미집행 

기간, 이용권 인구밀도 등을 도시공원 개발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 사항으로 오구균(1995)은 

「도시공원법」에 도시공원 집행 규정 명시, 미집행 도시공원의 집행에 대한 특례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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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도시계획시설 집행 규정 신설, 공원녹지 집행에 대한 

「도시공원법」 위임, 공원녹지 매입 관련 특별회계규정 신설 그리고 도시공원 사업의 

집행 완료 시안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신익순(1996)은 미집행 도시공원을 

첫째,“「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고시는 

되었으나 「도시공원법」 제4조(조성계획의 입안∙결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원시설 일부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는 공원,” 

둘째, “공원조성계획 입안∙결정은 되었으나 공원시설이 되지 않은 공원”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발생 원인을 분석한 

이병준(2000)은 이 문제의 해소 방안으로 첫째, 국고보조 확대, 지방자치단체 공원녹지 

예산 확대, 민자유치 확대 등에 대한 재원 확보, 둘째, 기존 도시계획의 비합리성으로 

인한 미집행 도시공원의 정비, 셋째, 주변 여건을 개선하여 도시공원 조성에 유리한 

환경으로 전환할 것을 제시하였다.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민간공원이 연구되었다. 홍성권 

(1994)은 도시공원 정책이에 있어 공공과 민간부분의 역할 분담을 연구하였다.  

도시공원이 막연하게 공급되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이용 대상자들과 자발적 교환이 

이룰 수 있도록 마케팅 개념의 도입이 필수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욕구와 자체 자원의 조사 바탕 위에 도시공원의 시설 목표가 설정되어야 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시설 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익순 

(1996)은 민간투자 시 공원조성계획 허가 및 시행의 간소화, 상업적 시설 보장, 

공원조성계획 용역 비용 보조, 공원 입장료 및 공원 시설 사용료의 자율화 등 민간투자 

형태의 공원 개발을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재준 등(2009)은 공∙사익의 

균형을 위한 공원시설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공원 유사 시설, 건축법 규정 

시설,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하여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공익 시설을 종합한 후 

전문가 검토를 통해 계류장, 극장, 영화관, 회의장 등 11개의 시설을 제안하였다.  

민자 유치 외 재원 확보 방안으로 이길택(1997)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 지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박문호(1997)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첫째, 토지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 감면, 둘째,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생, 셋째, 토지소유자와 공공기관이 장기 계약 을 맺어서 해당 토지의 

임대 사용을 제시하였다.  

도시공원 확충 방안으로 박종화(1996)는 생활권 내 소규모 공원녹지를 연결하기 

위해 시설녹지, 녹지지역, 미규정 녹지의 통합 정비를 주장하였다. 노태욱 등(2001)은 

「도시공원법」상 도시공원 설치기준으로 실현성 있는 확보가 어려운 관계로 

도시공원을 기능 위주로 재분류하고 시설 위주의 공원 행정에서 실질적인 공원∙녹지 

보존 위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 대안으로 첫째, 녹지 총량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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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하천, 기타 잠재적 녹지로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둘째, 주민이 공원녹지계획 수립 및 관리 과정에 참여하여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셋째, 

도시녹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도시 외곽의 배후 산림 보전과 공원, 녹지, 하천 등의 

연계로 최대한 녹지를 창출할 것을 제시하였다. 2000년 전후반 박종화, 노태욱 등이 

제시한 공원녹지 개념은 공원과 녹지를 통합하여 총체적으로 확보하고 상호 연결 

체계를 형성하자는 의도로 공원을 보전 차원의 녹지와 구분하여 이용시설로 전향할 

것을 주장하였던 1970년대 연구와 결이 달랐다. 

② ‘도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논제는 여가 기능으로서 도시공원의 다양한 시민 

욕구 충족에서 출발하였다. 김덕삼(1990)은 「도시공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시의 자연 풍경지 보호, 시민의 보건 및 정서 함양’과 같은 도시공원의 개념이 

지나치게 수동적고 정적인 시설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동적 공간으로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해 관광학자 김홍운(1989)은 생활 양식과 생활 체계로서 도시공원을 

이해하여 계획 기준을 무조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의 사회적 배경이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공원정책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가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손영훈(2011)은 일본의 국영공원 

제도 운영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도시공원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가도시공원 제도는 첫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되어 국가의 

관여 범위를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일본의 국영공원이 시간이 지날수록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실정을 고려하여 시설물 중심이 아닌 자연 환경을 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소요되는 국고 부담을 

줄이고 이용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시민이 함께 협업하는 구조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도시공원 운영 측면에서 민∙관파트너쉽 형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오충현 

(2006)은 1993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선거로 시민 참여가 

가속화 되었다고 보고 뉴욕의 ‘센트럴파크 보존단,’ 서울의 생태공원 자원봉사자 

모집, ‘서울 그린트러스트,’ 경기도의 ‘경기녹지재단’등 을 사례로 들었다. 김병수 

(2003)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와 관리를 위해 시민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참여 시민들에게 제공된 다양한 인센티브는 도시녹화와 관련된 

시민 운동의 활성화 및 사유 토지의 녹지율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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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민 참여에 제기된 문제 

 

1) 관련 논의의 추세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참여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관련 논의의 추세는 생략한다.  

 

2) 관련 논의의 분류 

현대 사회에서 시민이란 국가로부터 자율적이며, 나아가 주체적으로 사회 편성에 

참가하는 개인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시민은 자신의 생활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을 꾀하는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 시민 참여는 생활 정치의 일환으로 시민 자치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 참여에 의한 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정책 과정에 

개입하고 개입 자체에 대한 제도화를 지향한다.2 

①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참여 방식은 도시공원 보전과 관리∙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타 개발로부터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민 단체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3년 서울환경연합은 성미산 근린공원 내 배수지 

설치를 저지하였다. 서울시는 상암지구 개발에 따른 물공급을 이유로 들었지만 시민 

단체는 성미산의 생태적 환경적 가치의 중요성을 들어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2007년 

경주시 경실련은 황성공원 내 BTL 방식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저항하였다. 

황성공원은 신라시대부터 비보림이 위치한 곳으로 시민 단체는 문화제 보호 차원에서 

개발을 반대하였다. 2000년 폐선 부지 공원화를 추진하였던 광주의 시민 단체 

(사)푸른길은 공원 내 음식점 신축(2014)과 도시철도 사업(2015)을 반대하였다. 

이처럼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한 시민 단체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행정 

행위에 대한 상호 불신 상태에서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② 도시공원 관리∙운영에 대한 시민 참여는 민간 부분의 자원이나 서비스를 공공 

부분으로 이전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단체가 합의를 

형성하여 자금, 노동, 기술 등을 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공공주도 정책으로 

추진되었던 도시공원 개발과 관리∙운영 과정에 민간 부분이 참여하여 원활한 

자금조달(기부를 통한 민간 기금의 유입과 민간기업의 개발)은 물론 운영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공원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문제와 수직적 파트너십, 시민 단체와 교섭 창구의 부재, 수익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과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부재 등이 한계점으로 

                                                 
2 정미애, “일본의 지역공동체에 있어서 시민참여: 구니타치사를 사례로,” 『일본연구논총 』, 20(0), 2004. 

p.232. 



 

77 

지적되고 있다. 3  최근에는 도시공원이 위치한 공동체가 실질적 주인이 되어 공원을 

관리∙운영하여 재정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원의 자산적 가치를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공유재로서의 접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개념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이라는 공공재가 주민의 소유라는 기본적 인식 확립과 관련 법제도의 

정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4 

 

1-3. 신문 기사로 본 여론 

 

1) 관련 논의의 추세 

1950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공원에 대한 언론의 쟁점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자는 

공원 문제를 다룬 총 81건의 신문 기사를 검토하였다. 2000년 이전 신문 기사는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http://newslibrary.naver.com)에서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신문 기사는 한국 언론진흥재단의 카인즈(http://kinds.or.kr)에서 각각 수집하였다[부록 

4. 참고]. 

우리 언론은 1950년부터 한국전쟁으로 소실 또는 파괴된 문화재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공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도시계획 학자 윤정섭은 한 컬럼에서 

도시계획을 통한 공원 확보와 동시에 공원 주변을 경관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계획과 지방계획의 수립, 

「도시계획법」 제정 등이 방안으로 제시되었다(동아일보, 1955. 3. 11.). 

1960년대 언론은 「공원법」 제정에 따른 김현옥 서울시장의 공원정책에 관심이 

높았다. 김현옥 시장은 상위기관인 건설부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공원 용지를 민간에 

매각하거나 공원 내에 부적절한 민자시설을 건설하였다. 이 때문에 언론은 김현옥 

시장이 공원 개발을 구실로 특정 민간인에게 특혜를 제공한다고 비판하였다. 

1980년대 언론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파고다공원, 사직공원, 남산공원 등 근대 공원 

복원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언론은 서울시가 공원에 대한 민간개발은 

엄격하게 제한하면서 공공시설 개발을 위한 공원 용지 해제를 이슈로 다루었다. 당시 

임○○ 의원(한겨레, 1996. 10. 7.)은 인터뷰를 통해 “개인들에게 법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정부 등 공공기관은 공공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원과 

그린벨트를 이용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국가주의 전형”이라고 

                                                 
3 김용국 외, “민관파트너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방식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3), 2011, p.86. 
4  김연금, “커뮤니티의 공원 소유와 관리∙ 운영 방안으로서 영국의 공원 커뮤니티자산이전 정책,” 

『한국조경학회지』 43(1), 2015. pp.108-119. 

http://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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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  

2000년부터 언론은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 주제를 다양하게 취재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과 실효 제도의 시행이 결정되면서 언론은 

토지소유자의 수익성 개발을 홍보하거나 이들의 투기 수요를 우려하였다(서울신문, 

2000. 2. 29., 국민일보, 2015. 10. 5.). 1990년 이후 민주화에 따라 언론은 공공과 

민간의 공원 개발에 대한 시민의 견제와 저항을 보도하였다. 환경권과 시민권을 토대로 

주민은 언론을 적극 활용하여 공원개발 사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주장하였다. 

이외 언론은 도시공원의 안전성, 시설의 현대화, 공원 시설의 적절성 논란 등 

도시공원의 질적 향상을 주문하였다.   

 

2) 관련 논의의 분류 

①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언론이 도시공원에 주목하는 것은 환경문제라고 볼 수 

있다. 도시공원의 필요성이 도시 환경의 보전과 개선이라는 전통적 사고에 비추어 

언론은 도시공원의 과잉 개발과 해제로 발생한 환경 훼손을 문제 삼았다. 

언론은 전시대에 걸쳐 민간공원 사업을 비판하였다. 도시공원은 순차적인 공공투자 

계획과 개발이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단기성과에 대한 기대와 의욕 

과잉으로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도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전이 

취약하다고 보았다(동아일보, 1967. 9. 12). 또한 민간공원 개발이 특정인과 특권층을 

위한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진행할 경우 도시공원의 공공성이 취약해질 수 수밖에 

없었다고 보았다(경향신문, 1968. 11. 11.). 시민 의식이 높아진 1990년 이후부터 

주민들은 무분별한 도시공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그중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는 주민과의 마찰이 극심하였다.5 골프연습장은 소음 문제, 대규모 지형 

변경, 조망권 문제, 산림 훼손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민은 지역의 정온 환경을 해치는 

이 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였다.  

도시공원의 민간개발 외에도 언론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내에서 행하는 

공공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청공원 내 감사원 건축(1967년), 

당산공원 내 영등포구청사 건축(1974년), 보라매공원 내 불법관용 건물(1993년) 등 

도시공원 내 불법 공용 건축물을 두고 언론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법 위반에 앞장 

선다“라고 비판하였다(경향신문, 1976. 8. 7.). 2000년부터 공공기관의 불법 사용에 

대하여 시민이 직접 견제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2000년 서울시가 옛 안기부 

                                                 
5 언론에서 보도된 대표적인 도시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 사건은 다음과 같다.  

인천 계양산 도시자연공원(한겨레, 1991. 2. 5.), 서울 청담근린공원(동아일보, 1994. 3. 20.), 서울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동아일보, 1997. 5. 20.), 서울 초안산 근린공원(경향신문, 1999. 12. 7.), 용인 

낙생저수지(내일신문, 2005. 11. 1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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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종합방재센터로 사용하려고 하자 서울시가 도시공원 내 건축물을 불법적인 

용도로 변경하여 시민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도하였다(경향신문, 2001. 7. 31.). 

② 최근 들어 언론은 도시공원시설에 관한 관심사가 높아졌다. 도시공원 시설은 

도시공원의 실질적 이용과 관련한 것으로 우리 언론은 대형 공원보다는 어린이공원에 

주목하였다.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놀이 시설의 안전과 범죄의 불안이 공원의 이용 

저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 차원에서 시설 안전 관리와 CCTV 설치를 

요구하였다(내일일보, 2012. 6. 15.).  

언론은 몇몇 법정 공원시설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한 바비큐 장 설치와 푸드트럭 운영이 문제 되었다. 

바비큐장 6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시공원 이용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하였다(경향신문, 2013. 7. 5.). 푸드트럭 7 은 관계 법령과의 

조율과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오히려 사업자의 피해만 키웠다는 지적하였다 

(경향신문, 2015. 6. 24.). 이외에도 공원 내 대학 기숙사 설치8와 공원 지하 공간에 

민간시설 점용 허가9는 민간 기업의 편익을 누리기 위한 특혜라는 비판하였다(국민일보, 

2014. 5. 1.).  

 

1-4. 법원 판례로 본 갈등 분쟁 

 

1) 관련 논의의 추세 

도시공원에 대한 갈등의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종합법률정보에서 제공하는 도시공원 관련 판례 80건을 수집하였다. 도시공원 관련 

우리나라 최초의 판례는 1962년부터이지만 1990년 이후부터 관련된 판례의 공개가 

집중되었다. 10  수집된 판례 중 57건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집중하고 있어 

도시공원에 대한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부록 5 참고]. 

1962년 도시공원 관련 우리나라 최초로 판례는 서울 하왕십리동의 한 공원 용지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3. 11. 22. 개정, 별표 1(공원시설의 중류)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10. 22. 개정, 별표 1(공원시설의 중류)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 12. 11. 개정, 제 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 9. 2. 개정, 제 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10 1971 년 8 월 20 일 개정한 「도시계획법」 제 88 조(소원)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전 도시공원의 부당함에 대하여 사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1988 년 헌법재판소 개원으로 시민의 소송 기회 확대로 

도시공원계획에 대한 불복신청 사례가 급증하였다. 1995 년 대법원은 서울시 강서구의 공원조성사업에 

대한 심판을 통해 “개인적인 공인인 국민의 소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국민의 ‘소권(訴權)’ 보장을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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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과정에서 토지매입자가 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청구한 

사건이었다.11 이 사건은 사인 간의 토지 거래 다툼이 법정으로 간 것이지만 민간인이 

도시계획의 부당함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시로서 어려운 

일이었다. 사권 보호 차원에서 1971년 「도시계획법(1971. 7. 20. 전부개정)」은 법률 

제88조(소원)에 도시계획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민간이 소(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나, 도시공원은 「공원법」 제36조(사권의 제한)에 따라 사인이 

도시공원 결정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다투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1988년 헌법재판소 설치의 부활, 

1990년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지방지치단체 위임, 미집행 도시공원의 누적 등으로 

도시공원 결정에 대한 소송 청구가 급증하였다. 1995년부터 법원의 법리도 변화하였다. 

대법원은 “개인적인 공권인 국민의 소권을 제한 또는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시하여 ‘소권’은 개인이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규정하였다.12  

 

2) 관련 논의의 분류 

① 법정에 선 도시공원에 대한 갈등 내용은 크게 재산권과 환경권 분쟁으로 압축할 

수 있다. 우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소유자들의 소송은 총  35건으로 가장 

높았다.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공원 결정으로 장기간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을 장기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13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은 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 무효와 시설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법률위헌확인’을 사법기관에 ‘도시계획결정(처분)취소’를 

청구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지재산권이란 실질적 요소 내지 근본 요소이기도 하지만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이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의 

공용수용은 부득이한 제한의 형태이고 이러한 제한은 공동체의 이익에 부합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법원의 일반적인 해석이었다. 14  따라서 

토지재산권 회복이 도시계획 결정을 취소할 만큼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1990년대 초반까지 판례의 태도였다.  

                                                 
11 서울고등법원 1962. 10. 5. 선고 4294민공 1842. 
1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 누 4455. 
13  우리 「민법」상 토지에 대한 사익이란 “사인이 사유재산권과 사유재산제도 하에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향유하는 이익”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남상택, “토지에서 있어서의 공익과 사익: 토지 및 토지재산권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복지행정연구』 

24(0), 2008, p.231 (pp.215-243.) 
14 헌법재판소 1989. 12. 22. 88헌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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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로 판례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화하였다. 대법원 15은 도시계획 

행정집행에 관하여 “추상적인 행정 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자유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비교”하여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하였다.  

② 토지 재산권에 대한 두 번째 갈등 내용은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의 변경에 

대한 점용허가 문제로 총 12건을 차지하였다. 이 쟁점은 공원 예정지 내 건축주가 해당 

공원관리청에 자가 건축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공원관리청이 도시공원의 

환경과 이용 여건을 고려하여 불허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법원은 권리가 제한 

받은 상태에 처해 있는 토지소유자의 건축물에 대한 최소한의 행위는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즉, 기존 건축물(점용시설)의 변경이 공중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공권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6  최근 판례는 토지소유자자의 건축(용도)변경은 도시의 변화에 바람직한 

환경으로 대처하는 자발적 개선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17 

③ 세번째 갈등 내용은 환경권 분쟁으로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로 발생하는 

환경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권 갈등은 

소송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주민의 민원을 수렴한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도시공원을 훼손하는 특정 사인의 시설 설치를 불허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득하여 사인이 설치하는 공원시설 설치에 반대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전문가 위원회의 의결과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우리 법원은 

대체적으로 도시공원 환경 보호 측면에서 판결을 하였다. 안산도시자연공원 사건에서 

법원은 “한번 파괴된 자연환경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비추어 볼 때, 비록 이 사건 사업승인이 거부 되는 경우 정리회사와 

주택조합이 입게 될 재산상 손해가 상당히 크다고 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보다는 위 

안산의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전하여 쾌적하고 문화적인 공간에서 살아갈 주민들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지 않은 수 없다”18라고 판시하였다. 

후자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가 주민의 환경권 보호보다 우선하였다. 그 

                                                 
1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 8567. 
16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 8946. 
17 광주고등법원 2012. 3. 22. 선고 2011누 1459,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 8274. 
18 서울고등법원 1998. 1. 21. 95 헌바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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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첫째, 환경보호 측면이 재산권 행사를 막을 수 없다는 점, 둘째, 우리 법률이 

환경권에 대한 명문 규율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주민이 공원 

이용자로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할 만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점을 들었다.1920 

 

 

2. 도시공원 관련 쟁점의 유형 

 

지금까지 고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1960∙70년대의 논의는 도시공원 확보와 

훼손에 집중하였다. 부족한 도시공원 상황에서 그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정처분 

(行政處分)은 일반 시민의 신뢰를 받기 어려웠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용지를 확보만 하고 조성을 무한정 미루었던 ‘형식에만 그치는 도시공원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때부터 시작하였다.  

1990년 이후부터 도시공원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미집행 

도시공원이 장기화되면서 조경계는 재원 확보, 집행 방식, 제도 개선 등에 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였고 도시공원 사업의 민자 유치를 거론하였다. 동시에 도시공원의 

확보는 도시의 공익적 환경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는 점과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공∙사익의 극단적 대립으로 이어져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 

도시공원 방치 문제 이외에도 도시공원을 관치(官治)중심으로 이끌어가는 행정 태도가 

                                                 
19 서울민사지법 1994. 5. 7. 자 94 카합 2537, 대법원 1995. 5. 23. 자 94 마 2218, 헌법재판소 1997. 10. 30. 

95 헌바 7. 

청담공원 환경권 판례를 두고 환경권 학자들의 평석은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다. 석인선은 환경 보전을 

공익이라는 형태로 방치해 놓고 지역 주민의 관여를 전적으로 배제한 것은 그 자체가 ‘환경권’이념에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권 문제는 그 권리가 국가에 집중되기 보다는 

금후에는 환경의 파괴에 저항하는 지역 주민의 권리 의식과 그것을 어떻게 결정시킬 것인가가 승패를 

가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였다. 조홍식도 이 판결은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부인한 판결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이익 비교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판결이라고 지적하였다. 

석인선, 『환경권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pp.201. 

석인선, “환경기본권론,” 『민주법학』 6(0), 1993, pp.210, 218. (pp.206-218.) 

조홍식, 『판례환경법』, (서울: 박영사, 2012), p.93. 
20 우리나라의 법체계상 도시공원과 같은 사회적 환경은 환경권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우리 

법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생활할 권리’를 인간 생존, 건강상의 문제로 축소하여 해석하는 경향으로 

「환경정책기본법(1990. 8. 1. 제정)」에 따라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등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와 

직결되는 환경으로 정의한다. ② 도시공원을 환경권에 포함시킬 경우 보호해야 할 대상이 넓어져 환경권 

본래 취지에 벗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③ 공원 조성으로 형성된 향유는 개인의 노력이 아닌 공공의 

집합으로 얻어진 ‘반사 이익(reflective interest)’으로, 공익 행위가 지역 주민과 같은 몇몇 개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공원, 도로 등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있다. 이 

때문에 ‘반사 이익’은 법으로 주장할 수 없거나 재판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석인선, 『환경권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pp.163-164. 

김춘환, “경관이익의 공법적 검토,” 『법학논총 』 18(1), 2011, pp.171-188. (pp.15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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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되었다. 민주화의 영향으로 주민과 시민 사회의 역량이 높아지면서 그들은 

도시공원 개발에 대한 의사결정을 요구하였고 부적절한 도시공원 개발에 저항하였다. 

2000년 이후 논의는 도시공원의 이용과 질적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도시공원에 대한 공∙사익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도시공원 개발 

사업이 지나치게 사익 우선주의로 전환되면서 연구자들은 도시공원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였다. 조경계는 과거 도시계획에 의한 ‘확보’ 중심의 도시공원 정책보다는 

도시공원과 녹지의 경계를 제거하고 상호 연결을 위한 공원녹지의 ‘확충’ 방안을 

논의하였다. 민∙관이 일체 되어 도시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도시녹화 추진을 위해 시민 

참여 방안이 논의되었고 시민 단체는 주민과 함께 불법적인 도시공원 정책을 감시하고 

견재하였다. 언론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을 중심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안전 문제를 

거론하였고 새롭게 신설되는 공원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도시공원 관련 주요 쟁점 

      

        

확 보 
<사전관리> 

조 성 
<사후관리> 

유 지 관 리 
  

        

① 장 기 미 집 행 

 

 ① 비 용  부 담  ① 시 민 참 여 

②  기존  건축물  

 

   ② 시 설 안 전 

③  해제  및  실효 

 

 ②  민  자  유  치  ③ 환 경  훼 손 

     

     

그림 Ⅲ- 1. 도시공원 관련 쟁점의 유형 

 

도시공원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고 분류한 결과 쟁점의 유형은 ‘확보’, ‘조성,’ 

‘유지관리’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쟁점들은 개별 사안이기보다는 연결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도시공원 확보와 조성이라는 기초 과제가 충실하지 못할 경우 

도시공원 문제는 이용과 질적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시공원의 해제와 수익성만 고려한 민간공원은 공원 내 난개발과 고유의 환경질을 

훼손하는 난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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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1] 도시공원의 확보 

도시공원의 확보는 토지와 관련된 상황으로 기본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공원 예정지 내 기존 건축물, 도시공원의 해제는 도시공원 

확보의 장애 요소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요 쟁점은 도시공원 집행을 위해 토지의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① 장기미집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재산권의 침해이다. 

장기간 우리나라 법제도는 토지의 공공성과 행정계획의 광범위한 자유를 허용하여 

재산권 제한을 당연시하였다. 토지재산권이 사회적 연관성과 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권리는 제한되었다. 토지는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 재화이고 

우리나라의 가용 토지 면적이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전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측면과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토지재산권은 헌법상 기본권임으로 그 권리의 보호가 

준수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적 이용과 처분을 부인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1990년대 

중반이후 판례의 태도이다. 도시공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택된 수단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최소 침해하는 수단으로 작용되어야 하며, 선택된 수단의 행사 시 

침해되는 토지소유자의 사익과 달성하려는 공익 사이에 적절한 비례 관계(比例關係)가 

형성되어야 한다. 21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는 장기간 집행 지연으로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적 손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얻으려는 공익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요구된다. 

② 기존 건축물: 도시공원 예정지 내 기존 건축물은 장기미집행과 연관된다. 장기간 

집행을 지연시킨 도시공원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매수를 하지 않은 상태로 현상 유지의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어 이 경우 적절한 권리 구제 여부가 문제 된다. 토지에 정착된 

물건 또는 공작물로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사용 제한은 거주자의 생활 

환경과 직결한다. 일반 건축물은 개선과 수선을 통해 자가(自家)의 질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지만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순간 자가의 임의 변경과 사용을 금지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의 제한을 즉각적으로 체감하게 된다. 도시계획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존 건축물의 수용은 불가피하지만 실험적 도시계획과 주민 의견을 무시한 

‘밀실 도시계획’은 거주자의 생활권을 무시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도시공원 

예정지 내 건축 행위 제한은 비단 개인의 피해로만 단정할 수 없다. 행위 제한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건축물은 흉물로 남겨져 도시의 경관을 해친다. 건축 자재가 낡아 

기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문제로 이어지거나 방화에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하여 재난 

발생의 위험이 따른다. 무엇보다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은 집단취락의 형태를 띠고 

                                                 
21  이병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24-28. 



 

85 

있어 보상과 이주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실상 도시공원 조성을 어렵게 한다.  

③ 해제 및 실효: 역설적으로 도시공원의 해제(解除)는 도시공원의 탄생과 함께 

시작하였다.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의 일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제에 대한 이견이 

갈릴 수 밖에 없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시공원의 해제를 거스르기 쉽지 않다.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도시계획 결정 

자체의 효력을 상실하여 도시공원 이전의 상태로 회귀하거나 다른 공익 목적으로 

토지가 사용된다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알려진 실효 제도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피해 받은 

토지소유자를 위한 보상 차원에서 해제를 통해 권리를 구제하는 방식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때문에 도시공원의 해제와 실효는 도시계획으로 위축된 사권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본다. 반대로 공공성을 제거한 조치라는 비판도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 

도시공원이 한번 사라지게 되면 도시의 (난)개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적 

기능 제공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고, 주민은 수혜를 박탈 당하고, 재공급하기 

어려워지고, 도시 외곽으로 재배치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도시공원의 공평 분배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 

 

○ [쟁점 2] 도시공원의 조성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쟁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동적 여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이 도시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본 쟁점의 주요 관건이다. 

 ① 비용 부담: 개발제한구역처럼 지정만으로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지역∙지구제와 

달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상비와 

공사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사업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도시계획 

결정은 미집행 도시공원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도시공원 미집행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공원 주변 환경의 변화로 보상 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도시공원 사업을 어렵게 만든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의 

개입과 관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재정 능력이 큰 국가가 

도시공원 용지를 매입하고 조성∙관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범위인 도시공원 사업에 대하여 국가의 

개입은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의 시대 정신에 역행,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초래,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치 과열화, 도시∙비도시지역 간의 규형 저해 등 문제점도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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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22  

 ② 민간 참여: 민간공원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 공공 재정의 절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민간과 공공의 협력에 의한 도시 정비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넓은 면적의 도시공원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학계와 공무원들은 국고의 지원 보다 현실성이 높은 민간의 사업 

참여에 더 집중하였다. 동시에 도시공원의 정적 환경을 쇄신하고 동적 여가 생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민간의 사업 참여가 요구되었다. 민간공원은 사업의 공익적 

측면에 대한 주민과의 동의와 사익의 필요성에 대한 우선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사업자는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수익적 대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특혜 성격의 

개발을 하기도 한다. 또한 수익 시설의 과다 설치는 여가, 휴식, 생태적 기능과 같은 

도시공원의 기능을 후퇴시켜 공원의 품질과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우려가 있다.  

 

○ [쟁점 3]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에 대한 쟁점은 그동안 도시공원 정책 방향이 양적 팽창에 

토대를 두었던 관계로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도시공원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쟁점은 사후 관리 측면에서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환경 

훼손을 경계하고, 안전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① 환경 훼손: 도시공원이 훼손된 원인은 민간 사업자들의 영리 목적,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건축 행위, 도시공원 법제도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행위는 

시각적인 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고 물리적인 면에서 도시공원의 지면을 잠식 시켰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의 수혜자인 주민은 도시공원의 훼손을 ‘생활이익의 침해행위’로 

보고 온전한 상태로 도시공원을 보전∙보호할 것을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권과 동등한 위계로 설정하지 않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도시공원 훼손으로 발생한 환경 침해 자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구제 조치가 부족한 편이다. 즉, 도시공원의 환경 문제는 토지재산권과 충돌 

문제가 성립되면서 규범적 조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② 시민 참여: 도시공원 보전 측면에서 시민 참여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지 

갈등이자 환경 갈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적, 

기술적 정당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은 원형 훼손의 가능성을 제기는 양상이다. 

이때 시민 단체는 지역 연대를 구성하고 전문 지식을 제공하여 주민의 입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 참여에 의한 도시공원 관리∙운영은 도시공원에 대한 직접 민주주의 

                                                 
22 문상택, “도시공원에 관한 법제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14(4), 2014, p.181. 



 

87 

모델을 실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사업 재원을 고려한 민간 참여 방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민 참여는 제도 지원이 미흡한 관계로 

현재로서는 삶의 질과 관련된 이른바 ‘생활 자치’ 로서 사회 운동 또는 활동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안전 조치: 도시공원에서 안전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설 

이용상의 안전으로 공원이 잘못 시공되었거나, 시설 관리를 잘 못하였거나, 혹은 

이용자가 잘못 이용하여 일어나는 사고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뜻한다. 다른 하나는 인적 

위해(危害) 요인으로부터의 안전으로서, 범죄나 일탈 행위 등으로부터 위험을 느끼거나 

위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 Ⅲ- 1. 도시공원원에 대한 쟁점 내용 

쟁점 유형 쟁점 배경 문제 제기 

확보 장기 

미집행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재산권 제한 

토지공공성과 행정 행위의 자유 허용 

토지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공익과 사익의 균형 요구 

 기존 

건축물  

현상유지의무에 따른 행위 제한 필 

토지의 원형 보존 

재산권 제한의 즉각적 체감과 영구성 

도시경관 훼손과 재난 발생 우려 

도시공원 조성사업 추진의 장애요소 

 해제 

 실효 

시대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의 불가피한 변경 

재산권 보상 차원에서 권리 구제 

도시공원 공평 분배 원칙 후퇴 

지역의 환경적 기능 제공에 차질 

조성 비용 

부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사업비 부담 

국가의 재정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지방자치 시대정신에 역행 등 

 민간 

참여 

재산권 보호, 공공재정 절약 , 민∙관 협력 측

면에서 도시공원 사업의 민간 참여 

수익개발사업으로 전락 

도시공원의 양적∙질적 품질 저하 

유지 

관리 

환경 

훼손 

공원개발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 

도시개발을 위한 유보지 활용 

생활이익의 침해 행위 

환경 침해 예방의 소극적 대처 

재산권과 환경권의 규범적 조화의 어려움 

 시민 

참여 

개발에 따른 도시공원 원형 훼손 방어 

도시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 참여의 일환 

사회운동 및 활동 수준 

수익 창출과 의사결정의 제도화 필요 

 안전 

조치 

공원시설의 안전사고 발생 

공원 내 범죄 증가 

시설 안전 조치  

범죄 안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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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시공원 법제도의 쟁점별 개선과 한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공원 법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은 ‘확보’에 관하여 도시계획 법규로 결정하고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도시공원 법규로 규정하는 이원화된 제도 체계의 영향을 

받아왔다.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구)도시계획법」과 같은 근대 법규는 도시공원을 확보하고 

재건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원칙을 수립하였다.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재건하기 위해 

‘설치 및 관리’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지만 기존 법률을 차용하여 조항∙조문을 구성한 

관계로 도시공원을 선도하는데 부족하였다. 도시공원에 대한 첫 독립법인 

「도시공원법」은 1960∙70년대 도시공원의 잠식을 방지하고 개발과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준을 정립하였다. 1993년 이후 규제완화라는 국가 기조에 맞춰 관련 법령이 

정비되었고 「도시공원법」은 규제 중심에서 민원 중심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다양한 자구 조치가 제도화 되었고 도시계획 이외의 방법으로 공원녹지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80여년이 넘는 도시공원 법제도 운영 기간 동안 전문가 및 비전문가들은 도시공원의 

확보, 조성, 유지관리에 대한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도시공원의 확보와 관련하여 

장기미집행, 기존 건축물, 해제 및 실효 문제는 토지의 공익성 유지와 토지소유자의 이익 

침해라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다. 도시공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간의 도시공원 사업 참여가 논의되었지만 

도시공원의 공공성 축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도시공원의 환경 훼손을 경계하고,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공원 

활성화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종착지인 제Ⅳ장은 제Ⅲ장에서 도출한 총 8가지 도시공원 관련 세부 

쟁점들과 법제도 사이의 사실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세부 쟁점을 주제로 각 시대별 

도시공원 현안 및 사건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쟁점이 발생하게 된 법제도의 

근거와 정부가 조치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마지막 제4절은 위 내용을 

종합하여 「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평가하고 

한계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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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공원의 확보 

 

1-1.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1) 시대별 도시공원 현안 및 사건 

○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구)도시계획법」 기간 

공원 용지 확보에 관한 논의는 1930년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서 시작하였다. 이 

조사서가 제시한 계획기준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기공원 7개소를 포함한 경성부 

시가지계획 총면적의 1.5%(5.5㎢)에 해당하는 총 38개소의 공원을 확보하였다. 1인당 

7.8㎡인 서구 도시의 공원 면적에 맞추기 위해 조선총독부는 경복궁, 창경원, 덕수궁을 

공원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표고 70m이상의 산지도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경성부 공원 

면적은 시가지계획 전체 면적의 18.6%(14.7㎢)를 차지하였고 1인당 공원 면적은 28.3㎡로 

급증하였다. 당시 표고 70m 기준은 ‘상수도급수가능표고’로 그 이상은 개발 불능지로 

분류된 것이었다.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 이후 1936년 3월 26일 ‘총독부고시 

[제180호]’에 따라 경성 개원공원 1.2㎢ 면적이 첫 법정 공원으로 결정되었다. 1  그리고 

1940년 조선총독부는 다시 ‘경성시가지계획공원’을 고시하여 시가지계획구역 면적의 

10.24%에 해당하는 계획공원 140개소(13.8㎢)를 결정하였다. 이후 경성부는 1941년 4월 

남대문공원(530㎡)을 조성하였지만 나머지 공원은 미집행 상태로 해방을 맞이하였다. 

경성부의 계획공원 면적 53.3%(7.4㎢)는 사유지였고 그 중 26개 공원(1.42㎢)은 1998년까지 

공원 예정지로 존치되었다. 개항기 최초의 공원이 위치한 인천과 부평동에 조선총독부는 

1937년, 1940년에 각각 계획공원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인천의 계획공원 면적은 

2.8㎢, 부평은 1.8㎢를 차지하였다. 2  부산부의 계획공원은 1944년 1월 8일 ‘총독부고시 

                                                 
1 1936년 경성부의 공원 결정 현황 

일반공원 (6개소) 아동공원(1개소) 운동공원(2개소) 도로공원 
파고다공원(1987), 남산공원(1879), 

장충단공원(1919), 효창공원(1924)  

사직공원(1924), 삼청공원(1934), 

앵정공원(1935) 철도공원(1915), 

경성운동장(1925) 

중앙청 서측도로(1914) 

태평로 1,2가(1923) 

*자료: 이규환, “조선시가지 계획령과 도시개발사업,” 2002, p.190. 
2 일제 인천과 부평의 계획공원 

구 분 인천시 지구 
(1937. 4. 20. 총독부 고시 제 263호) 

부평 지구 
(1940. 1. 19. 총독부 고시 제 25호) 

공원면적/지구면적(㎢) 2.83 / 27.38 1.85 / 46.09 

1인당 공원면적(㎡) 14 11 

개소 27 23 

*자료: 인천시, 『인천도시재정비계획』, 1969, p.9, 정인식, 『인천도시공원의 개발방안과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1), pp.6-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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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호]’에 따라 32개소 (1.9㎢)가 결정되었다. 그 외 광주부와 대구부는 총독부고시에 

의한 공원 결정이 없었고 이미 개원된 달성공원, 구공원, 신공원만 유지된 상태였다.  

한국 전쟁으로 서울의 공원 중 7개소가 중파되었다. 3  1954년 서울을 복구를 위해 

정부는 ‘수도재건방침 12개항’을 수립하였고 소공원 조성, 남산 및 북한산 대공원 조성, 

대형 운동공원 조성 등을 시가지계획에 포함시켰다. ‘서울도시계획 가로변경∙ 

토지구획정리지구 추가 및 계획지역 변경[내무부고시, 1952. 3. 25. 제23호]’에 따라 19개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선정되었고 그 중 종로∙충정로 일대(제1중앙 지구)에 아동공원 

4개소가 계획되었다. 그러나 제2중앙지구는 공원 용지 확보하는데 토지소유자들의 반대가 

강하여서 2년 뒤 공원 결정이 취소되었다.  

 

표 Ⅳ- 1. 1928~1970년 서울 도시공원 면적 현황 

가. 일제시대 경성부의 공원 현황 

구    분 1928년 

경성도시계획조사서 

1930년 

경성도시계획서 

1936년 

총독부고시 180호 

1940년 

총독부고시 208호 

계획공원(㎢) 1.2 5.5~14.7 1.2 13.8 

개원공원(㎢) 1.2 1.2 1.2 1.2 

 

나. 해방이후 서울의 계획공원 변경  

항목 1946~1959 1960~1961 1962~1963 1964~1968 1969 1970 

계 25,487 25,220 25,044 55,812 53,683 52,690 

대공원 20,633 20,381 18,702 46,629 45,919 44,433 

도로공원 2,245 2,228 1,840 1,399 1,177 1,177 

근린공원 2,326 2,326 2,818 2,872 2,208 2,208 

묘지공원 - - 1,289 1,303 1,302 1,302 

아동공원 283 283 393 369 319 300 

기타     121 121 

유원지 - - - 3,238 2,653 147 

* 단위: 면적 천㎡, 자료: 서울시 산업국 녹지과4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과 동시에 정부는 전국에 ‘도시계획조사요강 [국토보 

제1623호]’을 시달하였고 서울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기본자료조사서』를 

발간하였다. 이 조사서는 불합리하고 휴지화(休紙化) 된 일제의 도시계획을 반성하고 

새로운 도시계획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울도시계획위원회는 일제의 해발 고도 기준으로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기본자료조사서』, 1962, pp.461-463. 강신용과 장윤환,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서울: 대왕사, 2004), pp.238-240. 재인용 
4 강병기,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도시 문제』 7(6), 1972, p.2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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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공원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진 면적 부풀리기라고 비판하였고 당면한 긴급 과제로 

‘계획공원의 재검토’를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에 정부는 토지구획정리로 공원 용지를 

확보할 것과 궁궐과 왕릉 외에도 국군 묘지도 공원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5 

동년 ‘건설부고시[1962. 12. 20. 제187호]’에 따라 공원 재정비 기준이 확정되었고 정부는 

계획공원을 총144개소 24.6㎢에서 130개소 25.0㎢으로 조정하였다. 6  당시 서울시 내 

조성공원은 22개소 2.1㎢로 일제시대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였지만 공원 집행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였다.  

 

○ 「공원법」 기간 

1972년 내무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경주를 제외한 주요 도시 1인당 공원 면적은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서울은 토지구획정리가 상당부분 진행되었지만 지방은 사업 

실적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서울과 경주의 높은 공원율은 고궁과 문화재 전역을 공원 

용지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원 면적의 통계는 조성공원을 제외한 계획공원만 

집계하였고 정부는 수치를 조작하여 행정 성과를 과시 하기도 하였다[각주 11. 참조]. 

1971년 8월 16일 ‘건설부고시[제465호]’에 따라 서울시는 신시가지 내 도시공원 

91개소를 변경∙신설하였다. 그 결과 서울의 계획공원은 297개소 141.6㎢로 1963년보다 

161개소 116.6㎢나 증가하였다. 1975년 말까지 서울시는 도시공원 146개소 20.3㎢를 

조성하였으나 157.9㎢의 면적을 계획공원으로 결정하면서 조성률이 12.9%에 그쳤다.7   

1972년 12월 유신 헌법 공포와 동시에 정부는 강력한 관주도형의 국가개발 사업을 

이루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1972. 12. 30. 제정, 2002. 2. 4. 폐지)」을 제정하였다. 이 

법으로 정부는 도시∙비도시를 막론하고 전국의 토지 자원을 개발할 수 있었고 불용지로 

판단되는 토지를 공원 용지로 수용하였다.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은 야산과 유휴지를 

방치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토를 불필요하게 훼손하지 않고 잘 

보전하거나 공원처럼 미화 하면서 개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 . . . 소유주가 개발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직접 대행하라” 8고 지시하였다. 1975년 정부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특별 조치」를 수립하여 시가지 구릉지를 가급적 공원으로 계획하였고 자연상태의 녹지를 

                                                 
5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기본자료조사서』, 1965, p.60, 강신용과 장윤환, pp.292-296. 재인용 
6 1962년 공원 재정비 기준 

해제공원 기준 추가공원 용지 기준 
① 국·공유지 및 사유지로서 중요공공기관의 

건물이 건립된 부분  

② 공사유지로서 기존 일반건물이 밀집된 부분  

③ 국공유지로서 주택조성사업 등으로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공원 용지 

① 고궁 등 국공유지로서 현실상 공원기능을 

발휘하는 공개공지  

② 국군묘지를 묘지공원으로 지정  

③ 국공유지로서 기계획공원 용지에 인접하여 

공원계통상 추가가 필요한 지대 

 
7 서울특별시시, 『서울시 통계연보』, 1976 년. 
8 기자불명, “야산, 유휴지 개간 의무화,” 『경향신문』, 1974. 11. 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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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개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또한 비도시 구역의 농지 및 산지를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여 엄중히 보전하고 문화재, 기념물, 천연보호지 및 자연 풍치가 

수려한 자연공원 예정지를 도시공원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9 1978년에는 도심지 내 공장 

이전적지는 모두 녹지 조성으로만 사용하도록 하여 택지 등으로 전용을 금지 하였다.10 

 

표 Ⅳ- 2. 1972~1979년 전국 도시공원 면적 현황 

가. 1972 년 주요 도시 공원 면적과 공원율 

구분 서울 부산 인천 춘천 경주 광주 대구 울산 

도시면적(㎢) 618.04 373.22 168.36 34.15 189.44 215.06 178.32 176.536 

공원면적(㎢) 29.48 2.77 0.19 - 5,98011 0.126 0.25 0.13 

공원율(㎡/人) 6 1.6 0.3 - 67.8 0.2 0.2 0.9 

* 자료: 내무부, 『도시생활환경수집측정 및 시설기준설정에 관한 연구』, p.63-64. 

 

나. 1972~1979 년 도시공원 면적 현황 

구분 1972년 1974년 1975년 1976-77년 1979년 

①계획(결정)면적(㎢) 474.8 683.2 621.7 598.6 950.8 

②시설(집행)면적(㎢) 46.4 42.2 66.2 177.2 207.8 

③미집행면적(①-②, ㎢) 428.5 641.0 555.5 421.4 743.0 

*자료: 내무부, “도시공원 현황”, 『한국도시연감』 
 

 

○ 「도시공원법」 기간 

1980년 이후 미집행 도시공원이 급증하였다. 10년 이상 전국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1984년 235.5㎢, 1990년 481.6㎢, 2004년 611.1㎢으로 10년 주기로 약 200㎢씩 증가하였다. 

1984년 미집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서울과 경상남도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 

합산 면적은 100여㎢로 전국 해당 면적의 절반에 가까웠다.  

1990년은 도시계획으로 도시공원을 확보한 지 50년이 되어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기간이 한 세대를 넘었다. 당시 전국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면적은 약 

750~770㎢로 전체 도시계획 면적의 약 1/3을 차지하였다. 그중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면적은 1990년에는 157.2㎢, 1998년에는 368.7㎢로 8년 동안 약 3배 증가하였다. 그 중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도시계획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10년 이상 미집행 

                                                 
9 기자불명, “농지보전위한 도시계획정비지침,” 『동아일보』, 1975. 8. 20, 2면. 
10 기자불명, “도시녹지 지목 변경 불허,” 『동아일보』, 1978. 2. 6, 2면. 
11 강병기,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도시 문제』 7(6), 1972, p.28. 재인용. 

본 표는 필자가 주요 도시만 선별하였고 도시 면적은 필자가 한국도시연감을 참조하여 기입하였음을 

밝힌다. 당시 시계면적이 3,556 ㎢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주의 도시공원 면적 5,980 ㎢은 비정상적인 

수치이다. 본 정부 문건을 인용한 강병기는 ‘일종의 조작’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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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면적은 470~480여㎢로 도시공원 결정 면적의 약 1/2을 차지하였고 2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8년 동안 125.3㎢(90년)에서 276.5㎢(98년)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1999년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654.81㎢로 도시공원 결정 면적 912.4㎢ 중 71.8%나 

차지하였고 그 중 83.5%인 547.01㎢가 사유지였다. 지속적인 도시공원 용지 확보로 1인당 

계획공원 면적은 도시공원 기준 6㎡/인을 간신히 상회하였지만 서울시와 광주시 등 5대 

도시의 1인당 계획공원 면적은 각각 5.41㎡과 3.46㎡에 불과하였다. 도시자연공원은 전체 

도시공원 면적 중 57.4%(523.5㎢)나 차지하였다. 도시공원 면적 중 21.8%는 

개발제한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도시공원의 배치는 시 외곽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Ⅳ- 3. 1984~1999년 전국 도시공원 면적 현황 

가. 1984 년, 10 년이상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 

시∙도 명 건 수 면적(천㎡) 

계 403 235,554 

서울 61 51,127 

부산 22 4,986 

대구 15 4,637 

인천 48 25,626 

경기 - 28,685 

강원 29 - 

충북 5 23,399 

충남 26 10 

전북 88 15,211 

전남 27 13,044 

경북 33 7,383 

경남 5 50,394 

제주  1,052 

*자료: 김익두, 『도시공원의 조성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2. 2.), 

p.86.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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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페이지> 

 

나. 1990~2004 년, 도시계획 현황 

구분 결정 면적 (㎢) 10년 이상 (㎢) 20년 이상 (㎢) 

‘90년 ‘98년 ‘04년 ‘90년 ‘98년 ‘04년 ‘90년 ‘98년 ‘04년 

도시 ? 2,885.2 1,291.5 770.9 753.0 943.2 157.2 368.7 657.0 

공원 820.1 924.2 764.9 481.6 472.7 611.1 125.3 276.5 453.6 

도로 621.0 850.1 331.1 210.5 179.7 211.8 27.1 62.6 128.8 

*자료: 이 표는 아래의 자료를 취합하여 필자가 작성하였고 단위를 수정함 

건설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1990. (인용: 경향신문, 1990. 9. 21. 7 면).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시설 현황』, 1998. (인용: 전병국, 1999, p.14). 

건설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2004. 

 

다. 1999 년, 도시공원 현황 

① 도시공원 결정 현황 (단위: ㎢) 

합계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9,248 912.41 6,552 13.97 2,241 343.98 398 523.59 39 25.07 18 5.79 

 

② 도시공원 조성∙미조성 현황 (단위: ㎢) 

개소 면적 합계 

912.41 (100%) 

조성 면적 

257.60 (28.2%) 

미조성 면적 

654.81 (71.8%) 

조성 미조성 사유지 국공유지 사유지 국공유지 사유지 국공유지 

4,914 4,334 636.79 275.35 89.54 168.06 547.01 107.80 

 

③ 도시공원 분포 현황 (단위: ㎢) 

도시명 도시계획구역 공원 면적 공원 

결정률 

1인당 공원 면적 

면적 인구 결정 조성 조성률 결정 조성 

전국 14,334.30 40,177 912.41 257.42 28.2 6.37 22.71 6.41 

시(78) 11,936.16 37,780 792.64 245.62 31.0 6.64 20.98 6.50 

 

④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지정 현황 (단위: ㎢) 

 도시공원 

면적(㎢) 

개발제한구역 

면적(㎢)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결정 현황(㎢) 

계 어린이 근린 도시자연 묘지 체육 

개소 9,243 - 128 8 51 54 6 5 

면적 912.41 5,397.1 198.67 0.008 36.45 149.46 9.36 3.40 

*전국 도시공원 중 개발제한구역은 21.8%, 개발제한구역 중 도시공원은 3.7% 

*자료: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199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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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에 의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 결과 본 법률 시행 10년 동안(05년~15년)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약 

110㎢ 증가하였고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약 310㎢ 감소하였다. 2015년에는 조성공원과 

미집행공원의 격차가 약 100㎢로 집계되어 2005년 약 530㎢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2000년 1인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이 평균 5.0㎡으로 법정 기준 6.0㎡/인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현재는 8.8㎡/인까지 도달하여 법적 실효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공원 조성이 미집행 문제를 해소하는데 비교적 높은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본 법률 

시행 10년 동안 약 200㎢의 미집행 도시공원이 비조성 방법으로 감소하였다. 대표적인 

비조성 방법은 오래 전부터 도시공원의 양적 성장을 주도하였던 도시자연공원의 정비라고 

볼 수 있다. 생활권 공원과 주제 공원의 계획 면적은 10년 동안 현저하게 증가한 것과 

달리 도시자연공원은 약 520㎢(08년~15년) 감소하였다. 그중 약 290㎢의 도시자연공원 

면적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면서 도시계획시설 집계에서 제척 되었다. 나머지 

230여㎢의 도시자연공원 면적은 해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Ⅳ- 4. 2005~2015년 전국 도시공원 면적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① 계획 도시공원 

(=가+나+다) 

1,135.9 1,141.4 1,189.6 1,284.4 1,111.6 1,089.0 1,008.4 1,020.1 1,004.7 989.3 934.2 

가. 생활권공원 428.2 433.4 447.5 483.7 561.4 609.8 632.8 657.7 671.5 668.0 663.2 

근린공원 409.2 412.8 424.8 456.3 532.2 579.5 601.8 625.5 638.2 634.2 628.8 

어린이공원 19.0 20.2 21.6 24.8 25.4 25.4 25.5 26.1 26.4 26.6 26.1 

소공원 0 0.3 1.0 2.5 3.7 4.9 5.4 6.0 6.8 7.1 8.1 

나. 주제공원 47.0 46.9 50.5 61.3 76.1 92.3 375.5 115.5 124.4 128.4 271.0 

묘지공원 29.8 29.7 30.4 32.8 32.9 34.1 34.3 34.9 36.6 36.6 31.4 

체육공원 17.1 16.5 17.4 19.6 21.8 24.1 24.7 26.5 27.6 27.9 29.9 

역사공원 0 0 0.4 2.6 5.4 10.2 14.8 16.4 16.8 17.7 18.3 

문화공원 0 0.4 1.5 4.5 8.3 10.5 12.2 20.1 23.0 23.7 27.4 

수변공원 0 0.2 0.6 1.7 7.4 13.3 14.3 17.6 19.1 21.3 23.3 

조례로 정한 공원 0 0 0 0 0 0 0 0.01 0.9 0.9 0.9 

다. 도시자연공원 660.6 661.0 691.5 739.4 474.0 386.7 275.0 246.7 208.8 192.8 139.5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 - - 20.2 148.4 229.1 287.1 265.2 273.9 278.5 289.8 

③ 조성 도시공원 304.0 292.0 329.0 461.0 368.0 384.0 386.0 412.0 404.0 406.0 418.0 

④ 미집행 도시공원 

(=①-③) 

831.0 849.4 860.6 823.5 743.6 705.0 622.4 608.1 600.6 583.4 516.2 

⑤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인) 

6.9 6.6 7.4 10.3 8.1 8.4 8.3 8.9 8.6 8.6 8.8 

* 자료: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현황』,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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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에 대한 법제도의 근거와 개선 방안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개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란 시설의 결정∙고시 내용과 같이 설치∙정비∙개량이 되지 않아 

시민의 ‘완전한’ 시설 이용이 불가한 상태를 의미한다. 미집행 도시공원이란 공공의 

제한을 받은 한 형태로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에 의해 도시공원으로 

지정∙고시 되었으나 「도시공원법」 제4조(조성계획의 입안∙결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으로 입안과 결정이 되지 않아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뜻한다. 12  미집행 도시공원의 설정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완전 미집행’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은 ‘불완전 미집행’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부지의 매입 및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시설을 설치한 ‘불법적 미집행’도 포함한다.13 

미집행 앞 ‘장기’라는 수식어는 사회 통념상 상당한 기간으로 부정적 체감이 높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은 10년을 목표로 수립하기 때문에 통상 ‘10년 경과’는 미집행 시설의 

시간적 기준으로 설정될 수 있다. 또한 1999년 헌법재판소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10년 이상을 아무런 보상 없이 수인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 실현의 관점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에 

‘장기’의 개념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도로의 경우 ‘10년 경과’ 후 

일부 집행하더라도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수 있지만, 도시공원의 경우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완전한 집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10년 경과’는 짧은 기간으로 적정 시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14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기간이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대만의 도시계획이 25년을 넘을 수 없다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20년 경과’를 ‘장기’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장기미집행의 기간 설정은 20년으로 보고 있다.  

 

○ 「조선시가지계획령」: 공원 집행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탄생 

미집행의 발단은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찾을 수 있다. 조선총독부가 앙등 

(昻騰)하는 토지 지가와 상관 없이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제령 제6조 “도로, 광장, 

하천, 항만, 공원 기타 조선총독이 정하는 시설에 관한 시가지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그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 및 그 토지 물건에 관한 소유권 

                                                 
12 오구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의 개발방안,” 『시정연구논집』 5, 1995, p.495. 

신익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과 개발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산업기술연구논문집』 3, 1996, p.204. 
13  이병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분석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p.22-24. 
14 전병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현황,” 『도시 문제』 369, 1999, 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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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의 권리는 이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5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해당 도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보상하여 매입을 할 때까지 사용∙수익∙처분의 제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손실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상 시점은 사업 시행자의 의지에 따라 

무기한 연장될 수 있었다. 당시 제령을 분석하였던 『동아일보』는 “시가지계획구역이 

국유지이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땅이라면 시가지계획실시에 별스런 문제는 없겠지마는 

땅이 개인이나 단체의 소유와 지상에 건물 등 시설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16고 우려하였다. 

 

○ 「공원법」과 「(구)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미집행에 대한 정부의 인지(認知) 

「공원법」 입법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현행 법에 따라 공원의 미집행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제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은 

재정 부족으로 공원을 지정∙설치∙관리하는 것은 사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철회를 

주장하였다. 반면 건설부는 본래 사업의 집행 시점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기에 공원 용지를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법(안) 추진을 주장하였다. 「도로법」을 

차용한 「공원법」은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에 토지소유자는 미집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보상에 대한 시점, 범위, 절차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보상에 관한 협의를 공원관리청과 

재결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 손실보상은 형식적인 조항에 가까웠다.  

1971년 전부 개정한 「도시계획법」은 유신 헌법의 강력한 힘을 동반하여 도시계획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 질서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방장관들은 물량 위주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였지만 도시계획 조성사업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다량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생산하였다. 1970년 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부와 국회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제도 개선을 주장하였다.17 

                                                 
15  여기서 소유권이란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관한 권리를 의미한다. 도시계획은 해당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사용∙수용한다고 하지만 소유권 제한을 전재로 한다. 일반 토지의 경우 소유자의 

희망에 따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만, 계획 수용 토지는 향후 원활한 계획 집행과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형질과 건축적 변경을 엄격히 금지한다. 즉, ‘소유권외의 

권리’란 도시계획이 새로운 사용을 금지한 것이지 종전의 사용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처분에 있어서 일반 

토지거래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공공에 의한 매수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법령이 

정한 보상과 절차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도시계획으로 사용∙수용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란 계획 결정 

이전 소유자의 사용∙수익을 유지하는 형태로 토지를 유보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16 기자불명, “시가지령과 그 미치는 영향 (3),” 『동아일보』, 1934. 6. 28. 2면. 
17  1977 년 국회 법제처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수용하고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 64 개나 있었고 하나의 대상에 11 개 법률이 중복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공공 

이익과 복리 증진이라는 객관적 기준의 재검토와 법률 만발 현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당시 

신민당 신○○, 한○○ 의원 등은 “입법 당시 기존 법률 검토, 입법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각 부처별로 

필요만 내세웠기 때문에. . .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정이기에. . . . 소유권 제한을 획일적이고 명확하게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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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법」: 장기미집행에 대한 공론화와 법제도의 정착 

「도시공원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도시공원의 방치 문제가 거론되었다. 당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면서 고재일 건설부 장관은 “지금까지 계획상에만 지정되어 무한정 

방치되어 왔던 도시공원 용지를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18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법(안)」은 사유토지에 대한 연차적 매수계획과 

도시계획 결정 후 ‘2년 이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국회의 심의 절차 과정에서 위 조항이 삭제되어 「도시공원법」은 미집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출발하였다.19 

1981년 3월 31일 「도시계획법」 개정사유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 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고 사회적 문제로 표면화 되었다. 제5공화국 정권은 구 체제의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 관계를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조치 일환으로 「도시계획법」에 

‘연차별 집행계획’을 신설하였다.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소유자에게 도시계획 

집행시기를 미리 알려 주고 행위 규제를 점차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연차별 

집행계획’은 1, 2단계의 기준이 모호하고 단년도 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상 3년이라는 기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21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는 1988년 

6공화국부터이다. 건설부장관은 전국 지방자치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지침’을 시달하였다. 지침 내용은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1년여의 유예 기간을 두고 

1989년말까지 도시계획 변경을 완료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지침은 도로, 공원, 하천 

등을 제외시켜 주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간과하였다. 

                                                                                                                                         
기자불명, “사유지규제법,” 『매일경제』, 1979. 9. 22., 7면. 
18 국회사무처, 『제 103회 국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 8호, 1979. 11. 28. 
19 당시 국회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은 미흡한 입법에 대하여 아쉬움을 발표하였다.  

“제 24 조 손실보상은 적법 처분에 의한 손실보상을 규정한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으나 사유토지가 

도시공원으로 편입되었을 경우 그 사유토지는 사용이나 수익면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서 사소유권의 

대상으로서 명분을 잃을 정도에 이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계획 제한으로서 소유권의 

본질을 해치지 아니하는 소유권의 내재적 제약이라고 설명은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한 매수보상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매수보상 정책이 아쉽다고 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에 전체 토지의 매입은 곤란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연차적으로 또는 단계적으로라도 일정 기간 내 필히 매수보상이 되도록 하는 국가의 뒷받침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매수보상 방법 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차제에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사무처, 『제 103회 국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 8호, 1979. 11. 28.  
20 1981. 3. 31. 「도시계획법」 개정사유는 다음과 같다.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래 정부주도하의 도시계획운용이 합리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도시계획의 빈번한 

변경 및 도시계획 사업의 장기미집행 등 부작용을 파생시켜 왔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의 보장, 도시계획의 효율성 및 전문성의 확보와 아울러 주민의 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기함으로써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사유재산 보호와의 조화를 강구하게 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21 선권수, “장기미집행시설의 발생 원인과 문제 인식,” 『도시 문제』 369, 1999,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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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문민정부 출범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문제는 ‘행정쇄신 과제’이자 

‘건설행정 규제완화 대상’이었다. 1993년 7월 12일 건설교통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지침’을 시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힘만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건설교통부는 행정자치부에 예산편성 

반영, 우선 투자순위 조정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이 

지침으로 정부는 민원인 편에서 긍정적 검토가 이루어 졌고 사유재산권 보호, 토지소유자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법원의 태도도 변화하였다. 1997년 6월 일명 ‘대모산 

판결’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토지소유자는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22  비록 동년 12월 이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국가 승소로 확정하였지만 

언론은 도시공원 사유지 보상 대책의 시급함을 대중에게 알렸다. 23  1998년 9월 대법원은 

도시계획 결정∙고시만으로 상도공원(1940년 결정)은 공공용 재산이 될 수 없다는 

토지소유자 승소를 판결하였다. 24  상도공원 판례는 ‘사실상 도시공원’이란 

공원조성계획으로 입안한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판시하였다. 즉, 

완전한 행정재산으로서 도시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결정∙고시 또는 손실보상 

만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까지 완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997년 12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5년마다 해제 여부를 검토, 도로와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조속히 추진하거나 

해제할 것을” 25  정부 정책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후 1998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으로 토지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부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첫 결정을 

                                                 
22  ‘대모산 판결’은 서울시의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가 보상도 받지 않은 채 서울시가 

시민들이 공원으로 이용하도록 강남구가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분한 해당 

토지소유자는 등산로와 약수터를 폐쇄하기 위해 철책을 설치하여 강남구와 힘겨루기를 시작하였다. 

1997년 4월 서울민사지법은 강남구청이 토지소유자에게 1억 2백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23 공종식, “8백억대 국유지 되찾아,” 『동아일보』, 1997. 12. 1. 39면. 

  기자불명, “사유지 공원 보상책 비상,” 『한겨레』, 1997. 4. 3. 25면. 
24 상도공원은 1940 년 3 월 조선총독부가 결정·고시한 곳으로 무려 60 년 가까이 미집행 한 도시공원이다. 

‘81 년부터 토지소유자 163 인은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였지만 줄줄이 패소였고 관련 소송만 총 8 차례 

진행하였다. 소송에 참여했던 대다수가 망자(亡者)가 되었고, 이후 1 인만이 ‘90 년 이후에도 국가와 힘겨운 

싸움을 진행하였다. 그는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결정·고시한 것만으로 사인의 토지가 공공용 재산 

또는 보존용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소유의 행정재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가리고자 

하였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 24481.  

임치용, “국유토지의 도시공원 결정과 취득시효,” 『재판연구관 세미나자료: 대법원 판례해설』 31(0), 1998. 

pp.235-248. 
25  기자불명,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경제공약 금융실명제 유보로 경제활력,” 『매일경제』, 1997. 12. 12.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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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26  국민 재산권과 비례하기 위해서는 보상 입법 27 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이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기초로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는 1999년 8월 2일 

도시계획시설 용지에 대한 규제개혁 조치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① 

2002년까지「도시계획법」 개정 완료 ② 토지소유자에게 매수청구권 부여 ③ 매수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건축물 신축 허용 ④ 도시계획 결정 효력을 상실하는 실효 제도 도입 

⑥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무화 

였다.28  

동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정부의 방침을 종합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헌법불일치 결정을 하였다. 29  헌법불일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위헌결정을 내리면 바로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혼란이 야기되므로 새로운 입법 시까지 

해당 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입법기관은 늦어도 2001년 12월 31일까지 보상입법을 마련하여야 했다. 30  이 결정으로 

정부는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을 전부 개정하여 제40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신설하였고 「도시공원법」도 동시 개정하여 제8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26  「도시계획법」 제 21 조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도시계획 사업 시행을 원칙적으로 또는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법률적 적정성은 인정하지만, 

토지소유자에게 과도하고 일방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시하였다. 

이 결정의 영향으로 2002 년 1 월 28 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제정되었다. 

헌법재판소 1998. 12. 24. 89헌마 214, 90헌바 16, 97헌바 78(병합) 전원재판부. 
27  여기서 보상이란 금전적 보상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 해제 또는 토지매수청구권제도와 같이 

손실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도 포함한다 
28 김경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주요내용 20년 묶인 땅 매수청구권 준다,” 『매일경제』 1999. 8. 

3. 4면. 
29  이 사건은 10 년간 집행되지 않은 성남시의 한 학교부지(1982. 6. 25 경기도 고시)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이 절반 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 이 결정례는 도시공원에 

큰 영향을 미쳤다. 토지소유자인 청구인들은 ‘92 년부터 사법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주장하였고 ‘97 년에는 

「도시계획법」 자체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에 위배한다는 청구를 하였으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기각 

하였다. 동년 청구인들은 손실보상 규정을 두지 아니한 「도시계획법」 제 6 조(손실보상)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청구 주장을 정정하여 이의제기 하였다. 이 조항은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처럼 규정하고 있지만 양자간 협의만 주문할 뿐 보상 방법과 절차, 시점, 

미보상시 행정청의 행위 등 법적 구체성이 미약하여 구속력에 한계가 있었다. ‘도시계획법 제 6 조 

위헌소원’에 관하여 재판부는 “국민의 재산권을 희생해서라도 집행의 여부와 시기가 확실하지 아니한 

계획사업까지도 그의 시행을 보장하고자 하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법률 조항이 아무런 보상 없이 장기간 이를 감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 이러한 부담은 법이 실현하여는 중대한 공익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과도한 

부담”이라고 판시하며 “입법자는 도시계획도 가능하게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 또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관하여 2 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승형 재판관은 

결정 효력을 장래로 미룬 헌법불일치는 기존 위헌결정과 대치한다고 보았고, 이영모 재판관은 재산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의무성을 강조하는 헌법의 조항과 이념에 반한다고 하였다. 

헌법재판소 1999. 10. 21. 97헌바 26 전원재판부. 
30 최은수와 김인수, “헌재 도시계획 미집행 헌법불일치 결정 10 년이상 묶인 땅 보상길 열려,” 『매일경제』 

1999. 10. 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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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수청구 제도31를 신설하였다. 또한 「도시계획법」 부칙 제9조(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관조치) 제③항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식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1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2020년 7월 1일부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일괄 해제하는 일몰제(日沒制)가 

도입되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법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의 상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자구 조치로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을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의 

논의는 1998년 국토개발연구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 방안』에서 

시작하였다. 당시 연구소는 도시자연공원과 30만㎡이상의 근린공원을 도시계획시설에서 

삭제하고 도시계획 용도지역지구인 녹지지역으로 전환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을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부담을 덜어주자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32   

2003년 정부는 도시공원∙녹지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자연공원 제도 

개선을 위한 3가지 방안을 검토하였다. 1안은 도시자연공원을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구역으로 전환하여 시설에서 제척(除斥)하는 방안이었다. 2안은 

도시자연공원을 공원지구로 전환하여 시설에서 제척하는 방안이었다. 이 경우 공원지구 

내 취락지구, 공원시설지구의 중복 지정이 곤란하고 용도지역 내의 엄격한 행위 제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3안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된 도시자연공원 (2004년 기준, 

전체 면적: 528㎢, 중복 면적: 192㎢, 33%)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공원 내에서는 공원시설 설치 외 건축물, 공작물 신축이 불허되고 증∙개축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반면 개발제한구역은 대지 내 주택 신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정부는 본래의 

도시자연공원 행위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1안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33 

비록 도시자연공원 뒤에 ‘구역’이라는 하나의 단어가 붙여진 것에 불과하지만 그 

                                                 
31  매수청구 조항은 법률적으로 부존재한 조항을 신설하였다기 보다는 1982 년 「도시계획법」에 

삭제하였던 것을 1999 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부활시킨 것이었다. 1971 년 전부개정하며 「도시계획법」 

신설된 제 56 조 매수청구 조항은 시장 또는 군수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 월 이내에 그 토지를 매수 

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해당 관리청이 책임을 부담하거나 토지소유자의 행위 완화에 대한 구체적 

제시가 없어 구속력이 부족하였다. 2000 년 본법 개정은 10 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소유주가 

공원관리청에 자신의 토지를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대상 토지는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하였고 청구 기간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2 년이 경과된 때로 하였다. 

이후 허용 행위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32 정석희와 김의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정비방안』,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1998. 3.) pp.21-23. 
33 건설부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도시공원∙녹지제도 개선방안』 (관리 158414-375), 200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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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이나 법률적 효력, 공원 부지의 소유자 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자연공원은 도시공원 사업 시행 시 보상 조치와 실효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겠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처럼 도시공원 사업 시행 없이 지정 

상태로 토지를 제한하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관계로 실효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34  따라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재산권 원상 회복의 기대를 접게 됨은 물론이고 보상의 가능성도 

사라져 근린공원과 같은 다른 종류의 도시공원 토지소유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았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이고 실효 시한까지 사업 집행을 

맞추어야 하는 어려운 국면도 벗어날 수 있었다.  

본 법률은 부칙 제6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경과 조치)를 두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또는 해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모든 도시자연공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자동 결정∙고시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자동 변경을 앞둔 3일 전, 2009년 12월 29일 본 법률의 부칙을 개정하여 자동 

변경의 기한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시점으로 연장되었다. 부칙 개정사유는 

복잡한 토지세와 관련 있었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35 2010년 3월 13일 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는 재산세 

절반을 감면 받았다.3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도시(자연)공원의 임야는 분리과세로 적용 

받았으나 2008년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예비 전환을 시행한 결과 토지소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어 연말 갑작스런 세금폭탄이 부과되었다. 37  이에 과세 

민원이 폭주하자 국회와 정부는 부칙 제6조를 개정하였다. 

국가권익위원회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매수보상을 하거나 

                                                 
34 도시자연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비교 

구분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성격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자연공원 용도구역인 도시공원 

보상부여 공원사업 시행 시 보상 대상 보상 대상이 아님 

실효제 실효제 적용 실효제 미적용 

세금부과 분리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3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오래 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1998년 건설부는 5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50% 재산세 감면과 20 년 이상일 경우 면제하는 한시적인 조치를 내렸다. 1992 년 

내무부는 10년 이상 제한된 사유지에 대하여 50% 감면을 시행하였다. 

기자불명, “도시계획 시설부지 재산세 면제,” 『매일경제』, 1988. 4. 18. 15면. 

기자불명, “10년이상 묶인 도시계획지역 재산세 50% 감면,” 『동아일보』, 1992. 6. 9. 23면. 
36 2013년 1월 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감세 기간을 2018년 12월 31까지로 하였다.  
37 실례로 평택시의 23 억원 규모의 토지소유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증여세만 3 억원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안전행정부는 ‘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감면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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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을 해제”하라고 권고하였다. 38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없어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국토해양부는 “사회적 여건 변화로 인하여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를 유도”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도시계획시설 관련 전문 

변호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2의 그린벨트’라고 주장한다. 그는 “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그린벨트와 같은 용도구역으로 별도의 시설 설치 없이 그대로 두면서 

공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② 국가에 자신의 땅을 사 달라고 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나 받아드리는 것은 제한적이라 거의 불가능하며, ③ 행정청이 매입한다 하더라도 

개별공시지가가 떨어져 평균치의 50%만 받게 되며 ④ 손실 평가 역시 이미 ‘구역’으로 

묶인 상태여서 제대로 보상 받지 못 할 것이고, ⑤ 2020년 일몰제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3) 쟁점의 원인과 법제도의 한계 

1972년부터 2015년까지 43년 동안 전국 도시공원 면적 현황을 종합하면 계획공원 

면적은 474.8㎢(‘72년)에서 시작하여 1,284.5㎢(‘08년) 정점까지 약 3배 증가하였다. 현재 

계획공원 면적은 934.2㎢(‘15년)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미집행 도시공원 초기 면적은 

428.5㎢(‘72년)로 계획공원 면적과 유사하였다. 35년이 지난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860.6㎢(‘07년)까지 증가한 후 현재 516.2㎢(‘15년)로 감소하였고 조성공원과의 격차를 

100여㎢로 줄였다. 현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계획공원과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은 급감하는 추세이다. 반면 조성공원의 면적은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완만한 상승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사실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는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 보다 제도 개입에 따른 계획공원 

물량 조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도시공원 면적의 변화의 추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의 

변화와 관련이 있었다. 1970년대 도시계획 입안권을 인계(引繼)받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현실적 도시 문제 해소에 집중하거나 도시계획을 빈번하게 전면 개편하였기 때문에 

계획공원 면적의 증감폭이 높았다. 1981년 정부는 도시계획의 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신설하였지만 88서울올림픽 준비를 위한 도시정비로 실질적 

효과는 미미하였고 대회를 마친 이후부터 계획공원의 면적 변화는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그 기간도 잠시 1993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결정 권한 위임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민선 이후 2008년까지 계획공원 면적은 급증하였고 미집행 도시공원 

                                                 
38 사건의 발단은 2001 년 서울 은평구 봉산도시자연공원 일부 사유지에 서울시가 운동시설을 설치하였고 

토지소유주는 2008 년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책이 

없다는 답변이 오자 2012 년 법원에 사용료 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재판에서 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사용료 월 1 만 1000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토지소유자는 매년 천만원대의 세금을 부과한 

것에 비해 터무니 없는 액수라고 받아들여 2013년 11월 자살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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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도 다시 증가하였다.  

도시공원 측면에서 장기미집행 원인은 도시자연공원에 있을 것이다. 양적으로 공원 

면적을 늘리기 위해 도시 외곽의 산림 면적을 가산하는 일제의 공원 정책이 현재까지 

이어온 것이다. 이러한 행정편의적 발상 때문에 도시공원의 배치는 실질적 이용과 

무관하고 녹지와 공원이 혼동된다는 비판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39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발생한 원인을 요약하면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경시한 도시계획, 

도시자연공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물량위주의 도시공원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공원 법제도의 자구 개선 방안은 「도시공원법」으로 

사유지 매입과 보상을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규정은 1979년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는 도시계획 정책∙제도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제도 정착까지 20여년의 기간이 소요되었다. 1981년부터 

정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소 노력을 시작하였지만 도시공원을 제외하면서 실질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90년대 민주화에 따른 규제완화와 민원 중심의 행정 

태도의 전환으로 장기미집행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고 공론화가 시작되었다. 결국 

공∙사익의 균형을 촉구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는 여론에 따라 

2000년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이루어진 개선 방안은 계획 변경과 

해제에 따른 사권의 구제에 초점이 맞추었다. 특히 일몰제는 도시공원 확보와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도시공원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2020년 7월로 예상되는 

도시공원의 대량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2010년부터 도시자연공원의 구역전환을 하도록 명시하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전통적인 도시계획시설 틀에서 벗어난 획기적인 시도였지만,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영구화 하였고 도시계획시설 현황에서 제외하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등 행정의 

효율성에 기초하였다. 

  

                                                 
39 강병기,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도시 문제』 7(6), 1972, pp.16-31. 

  황기원,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현황과 과제,” 『토지개발기술』 24(0), pp.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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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면적 변화 

 

나.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 변화 

 

그림 Ⅳ- 1. 도시자연공원과 미집행 도시공원의 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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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5.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제도의 변화 

시대∙사건 도시계획 정책∙제도 도시공원 정책∙제도 

 

 

 

‘72 유신헌법 

 

 

 

 

 

 

‘80 대 시민관계 개선 

(전두환 정부) 

 

 

 

 

 

 

‘93 규제완화 (김영삼 정부) 

‘97 대모산 판결 

>공원사유지 보상 촉구 

‘98 상도공원 판결 

>‘사실상 도시공원’ 법적 정의 

‘98 규제개혁 (김대중 정부) 

‘98 개발제한구역 헌법불일치 

 

‘99 장기미집행시설 헌법불일치 

‘00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00 「도시계획법」 개정 

 

 

 

 

 

 

 

‘13 규제개선 (박근혜 정부) 

‘34 「조선시가지계획령」 

> 소유권외 권리 사용∙수용 

 

‘71 「도시계획법」 전부개정 

> 물량 위주의 도시계획 

 

 

 

 

 

‘81 「도시계획법」 개정 

> 장기미집행 용어 사용 

>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8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

검토 지침 

>도시계획 변경 (도로,공원 제외) 

 

‘9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

소 지침 

>민원 중심 행정태도 전환 

 

 

 

 

 

‘99 규제개혁위원회 도시계획시설 

용지 규제완화 조치 

 

‘00 「도시계획법」 전부개정 

>매수청구권 신설, 실효 제도 도

입, 일몰제도 도입 

 

‘11 「국토계획법」 개정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 

 

‘1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시설 해

제 가이드라인 

 

 

‘66 「공원법(안)」 철회 

>재정 부족, 사권 침해 우려 

 

‘79 「도시공원법(안)」 

>2 년내 공원조성계획 

>사유지 징수계획 

‘80 「도시공원법」 

>공원조성계획 

 

‘85 서울 도시계획 재정비 

>신림동 공원 조정 

 

 

 

 

 

 

 

 

 

 

‘95. 공원∙녹지 확충 5 개년계획 

>7 개 미집행 공원 조성계획 수립 

 

 

 

 

‘00 「도시공원법」 개정 

>매수청구권 신설, 실효제도 도

입, 일몰제 도입 

‘05 「공원녹지법」  

>도시자연공원 구역 전환 

>결정 사후 절차 보완 

‘09 공원녹지법 

> 도시자연공원 구역 전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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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도시공원 예정지 내 기존 건축물 대책 

 

1) 시대별 도시공원 현안 및 사건 

○ 「시가지계획령」과 「(구)도시계획법」 기간 

공원 내 민간 건축물 난립은 한국 전쟁이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에서 출발하였다. 

이 전쟁으로 서울 주택의 29%(55,082동)가 파손되었고 9.18 서울 수복과 동시에 밀려든 

전재민들의 주거난은 심각하였다. 전재민들은 공지에 판자집 형태로 거주하였고 법정 

공원으로 최초로 설치된 남대문공원은 가건축물 축조로 사라졌다. 전후 도시정책은 전재 

복구를 중심으로 시행하였고 매년 10만명씩 증가하는 인구를 감당하기 위해 주택 건설과 

기존 건축 보전이 우선하였다. 전쟁 이후에도 정부는 공원 내 건축 행위를 불허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으나 도시의 주택난으로 공원에 대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하였다. 

1956년 7월 6일 이승만 대통령은 정례 국무회의 석상에서 “도시계획을 중지하여 개인 

건축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하달(下達)하였다. 정부는 서울시 내의 공대지를 충분히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40 약 한달 후 서울시는 공원 내에 가건축에 대하여 ‘조건부 허가’하기로 

결정하였다. 41  ‘조건부 허가’란 시 당국이 장래 공원계획을 실시할 때 “무상으로 무조건 

철거한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개인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 사업으로 결정된 

44개소 공원 도면을 일반인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42 그러나 가건축 허용으로 공원 

조성이 계속 보류되면서 당시 서울도시계획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주원 (1906~1988)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도시계획을 중단하더라도 집을 짓게 

한다는 분부가 내려졌다. . . . 도시계획은 어떤 경우라도 시민 전체의 부담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토지소유권 중 처분권과 수익권은 침해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허나 그 때의 

정부 재정 상태는 말이 아니었고, 시민 부담도 생각할 수 없었다. . . . 도시계획 중단의 

위는 그런 대로 큰 물의 없이 수습할 수 있게 되었다. 겨우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가건축 제도는 고식적 미봉책으로 발등의 불을 끄는 데는 유효했지만 길이길이 

                                                 
40 기자불명, “도시계획을 중지,” 『동아일보』, 1956. 7. 13, 3면. 
41 기자불명, “공원지대가건축,” 『동아일보』, 1956. 8. 13, 3면. 
42  이와 관련하여 당시 서울시장 고재봉(재임 1956. 7~1957. 12)의 담화를 들어보자. “이번에 서울시 

당국에서는 종래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공원으로 마련했던 땅 중에서 곧 계획실시가 아니 되는 곳에서는 

조건부로 가건축을 질 수 있겠금 새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 . . . 이 계획공원 책정은 서울도시계획의 

실시 순위인 제 4 차 혹은 제 5 차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 만큼, 지금 서울시 재정사정으로 비추어 볼 때, 

어제 실시될는지 약간 시일이 걸릴 것이 예상되므로 그 동안일지라도 개인소유의 땅이 그 소유자에 

의해서 적절히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가 약속할 것은 이러한 새 방침이 

결코 종래의 도시계획을 폐기, 또는 중단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 가건축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계획공원사업공사가 착공되면 무상으로 무조건 철거해야 된다는 조건입니다.”  

『뉴스 서울』, 49호, 1957. 10. 15. 이기수, 『수도행정의 발전론적 고찰: 여대시장과 시정』, (서울: 법문사, 

1968), pp.137-13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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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사업의 암적 존재로 꼬리를 끌게 되었다.” 43 

 

○ 「공원법」 기간 

공원 내 가건축 행위는 전국적인 도시 문제였다. 브로커들까지 등장하여 판자집들은 

사유지 또는 국∙공유지 가릴 것 없이 무허가로 조성되었고 공원과 산림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1961년 박정희 정권은 공지 내 가건축은 도시계획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였다. 이에 정부는 각종 국토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법제도를 수립하였고 공원 내 

무단 점거한 가건축물을 정리 대상으로 삼아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실례로 1967년 서울 

하월곡동 동산의 1천여 가구는 푸른 대지를 벌거숭이 언덕으로 만들었고 시 당국은 

불법행위를 저지하고 강제 철거하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였다. 44  한 민간인은 남산에 

나무를 베어 건축하려다 「공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기도 하였다.45 

 

 

그림 Ⅳ- 2. 1967년 서울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 <출처: 동아일보 1967. 4. 11.>46 

 

○ 「도시공원법」 기간 

1960∙70년대 정부의 엄격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축물은 계속 증가하였다. 

1950년대 판자집과 천막 형태였던 무허가 건축물은 1960년대부터 시멘트, 콘크리트, 

기와를 얹은 엄연한 건축 형태를 갖추었다.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들은 정부의 단속을 

피하고 시 당국의 강제 이주정책에 따라 도시 외곽 또는 지방 등지로 밀려나 새로운 

무허가 건축물을 다시 생산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중앙 정부의 문책이 두려워 

무허가 건축물 집계를 밝히지 않았다. 급기야 1981년 정부는 전국 무허가 건축물 일제 

                                                 
43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편), 『도시와 함께 국토와 함께: 주원 회고록』, 1997, pp.283-284. 
44 정연춘, “주택난업은 남의 땅 강점,” 『동아일보』, 1967. 7. 8. 7면. 
45 기자불명, “남산공전 김서무과장 구속,” 『경향신문』, 1968. 6. 25. 4면. 
46 정연춘, “잃어버린 산자수명,” 『동아일보』, 1967. 4. 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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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실시하였고 전국 45만3천호, 서울 15만4천호, 부산 8만6천호, 기타 지역 

21만3천호로 집계되었다.47 일제 조사를 토대로 전두환 정권은 철거 중심의 무허가 건축물 

정비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무허가 건축물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인식을 전환하였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1981년 12월 21일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은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엄격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 

조치에서 제외되었다.  

1995년부터 정부는 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였다. 당시 

계획공원 내 사유지가 61%나 차지한 상태로 전국 도시공원 예정지 내 건축물은 36,281동, 

취락지는 15,682가구가 분포하였다. 1999년 재조사한 결과 건축물은 42,803동, 취락지는 

29,181가구로 4년만에 급등하였다. 도시공원 예정지 내 건축물은 허가 주택보다 무허가 

주택이 무려 3배나 많았다. 음식점, 민박, 건축물 축도 등으로 공원 내 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하여 불법행위 지도단속으로 행정력이 낭비되자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면적 

10%를 취락지구로 용도결정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하였다.48 

도시공원 내 거주자의 생활 민원도 높았다. 대전 보문산 도시자연공원(1965. 10. 13. 

지정)은 대전시 사정동 등 11개동 일대 외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면적이 15,581천㎡에 

이르렀다. 이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결정 이전부터 17개의 집단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414가구 1,919명이 거주하였고 건축물은 1,203동이 있었다. 이 가운데 1,019동은 무허가 

건축물이었다. 원주민들은 1980년부터 생계 수단으로 영업 행위를 하였고 무허가 

음식점이 22개업소가 있었다. 도시공원 결정 해제를 요구하는 집단 취락지는 도시공원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 기능상 부분 해제는 현실적으로 곤란하였다. 더구나 시의 

재정 형편상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웠다. 서울 화곡 

제1근린공원(봉제산, 1977. 7. 9. 결정)은 화곡동 일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였다. 도시공원 면적은 917,190㎡이며 이중 사유지가 814,943㎡로 전체 면적의 

88.9%를 차지하였다. 도시공원 예정지 내 거주민들은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총 8번 

구청에 진정을 올렸다. 초기에 주민들은 도시공원 결정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시간이 

길어지며 자기 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차지하였다. 

강서구청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지만 토지소유자들의 집단 민원과 집단 행동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집행하지 못하였다. 입지에 따라 토지소유자들간 이해 관계가 

대립하여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았다. 49  이 두 사례의 민원을 종합해보면 

도시공원 내 거주민들의 요구는 ① 도시공원 결정 해제, ② 건축물의 자유로운 신∙개축을 

                                                 
47 최승언, “무허가주택 양성화 계기로 본 실상과 대책 (上),” 『매일경제』, 1981. 6. 15. 11면. 
48 대전광역시, 『도시공원법령 제도 개선사항 및 ‘97 년말 도시공원·시설 녹지현황 제출』, (공녹 58215-

392), 1998. 3. 19. 
49  신동진과 진영호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개발연구원) 1995, 

pp.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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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③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및 식품영업 행위 등의 허가, ④ 도시공원 내 사유지 

보상과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표 Ⅳ- 6. 1995~1999년 도시공원 내 건축물 현황 

가. 1995 년 미집행공원의 건축물 현황 (단위: 동) 

구분 사유지 내 용도별 건축물 현황 집단 취락 

소계 주거 공공 기타 취락수 가구수 면적 

근린 건물동수 19,994 16,391 325 3,278 225 7,807 1,712 

비율(%) 100 82 1.6 16.4 

도시 

자연 

건물동수 16,287 13,937 196 2,154 156 7,875 2,044 

비율(%) 100 85.6 1.2 13.2 

*자료: 건설교통부 업무자료, 1995, (인용: 신동진과 진영효, 1995, p.49) 

 

나. 1999 년 도시공원내 건축물 현황 (단위: 동, 천㎡) 

구분 계 건축물 현황 취락지 현황 

유허가 무허가 취락수 주택수 

소계 주택 기타 소계 주택 기타 

계 42,803 

(2,634) 

11,911 

(953) 

7,329 

(429) 

4,582 

(524) 

30,892 

(1,681) 

21,052 

(1,087) 

9,840 

(594) 

721 29,181 

(1,565) 

근린 24,976 

(1,638) 

7,775 

(655) 

5,062 

(294) 

2,713 

(361) 

17,201 

(983) 

10,867 

(596) 

6,334 

(387) 

444 16,459 

(941) 

도시 

자연 

15,453 

(816) 

3,254 

(220) 

1,839 

(113) 

1,415 

(107) 

12,199 

(595) 

8,977 

(426) 

3,222 

(170) 

224 11,016 

(535) 

*자료: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 자료』, 1999. 3. 25. 

 

2) 쟁점에 대한 법제도의 근거와 개선 방안 

○ 「조선시가지계획령」: 시가지계획구역 내 행위 제한의 원칙 수립 

공권력으로 도시공원 예정지 내 건축물을 단속하고 정비할 수 있었던 근거는 

「조선시가지계획령」 제6조(사용 및 수용)와 제10조(토지 등의 보전)에 의거하여 “토지의 

경역 내에 있어서 토지 형질을 변경하며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대수선 혹은 제거를 

하고 물건을 부가증치(附加增置)”의 행위를 제한하고 특별한 경우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던 규정에서 시작하였다. 이 원칙은 조선총독부가 함경북도 나진의 부동산 투기로 

시가지계획이 힘들었던 경험에 비추어 자가 개선에 따른 토지의 경제적∙행정적 지위의 

가변성을 억제하여 행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립하였던 것이다. 즉,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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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특수성’ 50 에 기인하여 시가지계획이 시장의 원리에 지배 받지 않도록 

「시가지계획령」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들을 동결시키고 토지소유자의 행위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었다. 

 

○ 「(구)도시계획법」: 공원 용지 내 건축물 제한 

1956년 이승만 정부가 시행한 ‘도시계획 중지’로 민간 자율의 건축 행위는 심각한 도시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이 시책에 부담을 가졌고 1958년 「도시계획법(안)」에 

내무부장관이 위생 불량한 지역을 지정하여 개량을 할 수 있고 공한대지에 건축물 축조를 

명령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51  이 법(안)은 비록 1959년에 폐기되었지만 1962년 박정희 

정부는 다시 「도시계획법」을 제정하였다. 신법은 ‘공한대지’를 ‘녹지지역’으로 바꿔 

“보건, 위생 또는 보안에 필요한 시설 및 녹지지역으로서 효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공원 용지 내 건축물을 제한하는 

조치를 추가하기 위해 정부는 「건축법 (1962. 1. 28. 제정, 1962. 6. 8. 개정)」을 서둘러 

개정하여 제32조(지역내에서의 건축물)에 “공원경역 안에 있어서는 공원 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는 조문을 신설하였다. 이에 동법 시행령(1964. 5. 21. 

개정) 제114조의2(공원경역내의 건축물)은 ‘공원 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공원 내에 법령 이외의 건축물은 허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52  

 

○ 「공원법」: 도시공원 내 건축 행위의 3중 규제 

본래 「공원법(안)」은 자연공원을 지정할 목적이어서 복잡한 도시 공간을 통제할 만큼 

사전 관리 규제가 강하다고 할 수 없었다. 1959년 「공원법(안)」은 공원 내 점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는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지불하면 공원관리청이 점용 

행위를 허가 해 주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1962년 공원법(안)에 도시공원이 수용되면서 

점용허가 기준, 사권의 제한 등 관련 조항이 보강되었고 도시공원 예정지에 대한 관리 

규제가 강화되었다. 또한 1967년 「공원법 시행령」은 「건축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명시하였다.  

정부는 1971년 「도시계획법」을 전부 개정하여 본 법률 제4조(행위의 제한)에 “건축물 

                                                 
50  우리 헌법재판소는 토지 자체의 특수성에 대하여 “토지는 그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경제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그 고정성, 인접성, 본원적 생산성, 환경성, 

공공성, 영토성 등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다. 

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 13. 
51 총무처 의정국 의사과, “도시계획법(안),” 『국무회의록』. 1959. 7. 1. 
52  당시 「건축법」이 규정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은 공원관리소, 공중변소, 휴게소, 동식물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 시민보건을 위한 운동시설, 관광지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하다고 교통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것,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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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 또는 증축이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이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해석을 달리하면 사용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신축 

또는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공원법」과 「건축법」은 공원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도시공원 내 민간의 건축 행위는 

허가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다. 종합하면 당시 1960∙70년대 정부는 도시공원 예정지 내 

건축물의 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건축법」, 「공원법」에 따른 3중의 

규제 장치를 만들었다.  

 

○ 「도시공원법」: 미집행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의 행위 규제완화 

1970년 후반부터 정부는 도시공원 미집행에 대한 부담을 가졌다. 학계는 정부의 재산권 

관계의 전환을 요구하였다. 추상적 수준의 점용기준 53 을 제시하였던 구 「공원법 

시행령」을 시정하여 「도시공원법 시행령」은 점용허가의 대상에 기존 건축물을 

포함시켰고 점용허가에 대한 구체적 기준 54 을 명시하였다. 이로써 도시공원 예정지 내 

                                                 
53 「공원법 시행령」제 12조 (점용 등의 기준) 

1.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집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미관상 공원으로서의 효용을 해하지 아니할 것 

3. 공원의 점용 또는 사용이 자연상태 및 주위환경과 조화되어야 할 것 
54 「도시공원법 시행령(1980. 10. 6. 제정)」 제 7조 (점용허가의 기준) 

1.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나.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도괴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다.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시설 및 다른 

점용목적물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라.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공원시설의 보전과 도시공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가. 제 6조제 1호에 규정한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제 6 조제 1 호에 규정한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제 6 조제 2 호에 규정한 수도관·하수도관 및 가스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 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 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 6 조제 3 호에 규정한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 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 노면과의 거리가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 제 6 조제 5 호에 규정한 경찰관파출소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116 제곱미터이하가 되도록 할 

것 

바. 제 6조제 6호에 규정한 종교용 시설의 증축은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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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대한 공권력과 민간의 행위의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기존 건축물 행위 대한 첫 번째 규제완화 조치는 소유자 토지의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으로부터 매 번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원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점용허가 신청을 타에 우선하도록 하였다. 

1990년 이후 「도시공원법 시행령」은 총 6차례의 점용허가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주택 

건축물, 목적 건축물,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위의 규제를 완화하였다. 단, 기존 건축물 

자체의 변경은 가능하더라도 대지의 형질 변경은 불허하였다. ① (유허가)주택 건축물은 

1990년 9월부터 개축과 대수선이 허용되었고 증축과 신축은 여전히 금하였다. 

건설교통부의 ‘규제개혁일괄처리(1998년)’에 따라 1999년 4월부터 모든 기존 건축물은 3층 

이내 증축이 가능하였다. 2000년 매수청구권 제도 도입으로 ‘(10년 경과)매수하지 아니한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하여 토지소유자는 2층 단독 주택(건폐율 20%이내) 신축이 

가능하였다. ② 점용허가의 기준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 목적 건축물은 종교시설과 

보육시설이었다. 이 건축물들은 주택 건축물 보다 한발 앞서 규제를 완화되었다. 종교 

건축물은 1980년부터 개축∙대수선이 가능하였고 증∙개축은 1990년 9월부터 가능하였다. 

보육시설은 1997년 12월부터 2층이내 증축이 가능하였다. 55  ③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는 설치에 주안점을 두었다. 56  정부는 이 조치를 농업∙임업∙어업∙광업 등 

                                                                                                                                         
사. 제 6 조제 7 호에 규정한 방화용 저수조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5 보육시설의 공원내 포함하게 된 경위는 1980 년대 초 ‘탁아시설의 확충계획’에 의거하여 설치된 것으로, 

박○○(1941~2006)외 14 명의 15 대 국회의원들은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이 협소하고 노후하여 시설의 

증·개축 필요성을 제기하며 교양시설에 어린이집이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정부(안)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정부는 도시공원 내 

설치된 보육시설을 조사한 결과 총 71 개동이 점유하였고 대부분 2 층이하였다. 도시공원 내 다수의 기존 

건축물이 존치한 실정이어서 점용허가 시설로 보육시설만 추가하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나 

건설교통부로서 부담이었다. 본부 법무담당관실은 부칙조항으로 일정 기간만 보육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법제처는 오히려 법리상 부합하지 않아 보육시설을 계속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97년 도시공원 내 보육시설의 설치 현황 및 규모 (단위: ㎡, 개소) 

구분 계 100이하 100~150 150~200 200~250 250~300 300~500 500이상 
계 71 1 2 11 12 15 19 11 

1층 48 1 1 11 11 12 10 2 

2층 19  1  1 3 7 7 

3층 4      2 2 

*자료: 건설교통부, 『도시공원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추진』, 1997. 5. 
56  실제적으로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하였던 것은 1991 년 12 월 14 일 「도시계획법」이 개정하면서 

제 4 조(행위 등의 제한)에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 종류를 변경하면서 가능하였다.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재식, 토석의 채취,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에 대한 기본적인 

허가 대상은 유지하였지만,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으로 변경하였고 

종래 물건의 무게 기준에서 종류 기준으로 바뀌면서 점용허가 대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를 허용할 수 

있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5 조(행위의 제한) 대통령이 정한 물건이라 함은 “녹지지역에 쌓아 두는 중량이 

50 톤이상이거나 부피가 50 세제곱미터이상인 모래· 자갈· 토석· 석재· 목재· 컨테이너· 

콘크리트제품· 드럼통 또는 병을 말한다.” (1991. 7. 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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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의 생활 민원을 고려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1993년 12월부터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1999년 4월부터는 

대형 농기계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면적을 상향 조정하였다.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법원은 되도록 사용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는 경향이었다. 그 배경에는 제한 받은 권리 상태에서 최소한의 행위 허용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지만 관련 법령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고차원의 법리 

해석이 불필요하였다.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 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57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이다. 즉, 기존 건축물의 변경 행위가 공중(公衆)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변경 행위를 불허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생활 개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실효 제도와 일몰제 도입으로 더 이상 

도시공원 예정지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본 법률의 시행령 개정은 없었다. 그러나 

도시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면서 거주민들의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지자 정부는 기존 도시자연공원 내 15,453동 224개의 취락(‘99년 조사기준, 표 Ⅳ-

6. 참조)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였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생활 거주민이 같은 

용도구역인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수준과58 맞출 수 있도록 형평성을 조정할 필요하였다.59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정부와 국회는 본 법률 제28조(취락지구의 특례)에 대한 시행령 

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와 제33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높이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중심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 내 기존 건축과 신규 

건축물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였다.  

  

                                                                                                                                         
정태용, “도시계획법의 개정내용,” 『도시 문제』 278, 1991, p.95. (pp.92-102.) 

57 서울고등법원 1998. 1. 21. 선고 97구 12671,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 8946. 

5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7. 1. 제정)」 제 14 조(취락지구의 특례), 

제 15조(주민지원사업) 

59 2016. 5. 2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사유: “개발제한 구역 등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에서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을 허용함.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구역 지정 전 시행 중이던 공사 등에 대한 신고절차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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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의 원인과 법제도의 한계 

1950년대 정부는 전재민의 생존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계획 중지’를 선언하였고 

도시공원은 민간의 건축 공간이 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원활한 도시계획 추진과 도시의 

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계획법」, 「건축법」, 「공원법」에 의한 3중 규제를 만들어 

도시공원 예정지 내 건축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시켜 가건축으로 덥힌 도시공원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즉, 도시공원 내 건축물에 대한 규제는 도시공원을 재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산권 제한에서 출발하였다. 

1980년대 이후 건축물에 대한 정부 정책 방향이 전환되었다. 과거 정부의 엄격한 

제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건축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가 부상하면서 정부는 토지소유자를 위한 재산권 제한을 일정 부분 풀어줄 필요가 

있다. 이에 우선하여 그들의 생활과 밀접한 건축물의 행위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대시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1990년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론화와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점용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토지소유자와 사용자의 행위 범위를 넓혔다. 그 결과 건축물은 계속 

증가하였고 거주민의 가옥은 마을 형태를 이루고 있어 행정단속이 어려웠다. 반면 

거주민들은 생활권과 생존권을 주장하며 도시공원 해제, 취락지구 지정, 상업행위 허가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2005년 이후 실효제와 일몰제 도입으로 

기존 건축물 문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한정되었고 최근 법령은 취락지구 내 건축 

행위를 완화하여 거주민의 생활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원 예정지 내 기존 건축물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사회적 상황으로 한국 

전쟁과 도시 인구집중,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입지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도시공원 결정과 장기간의 방치, 도시공원적 측면에서 사권 구제를 위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논의 하지 않았지만 네번째 원인은 집단이주와 보상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관련 도시공원 법제도의 흐름은 과거의 도시계획을 유지하기 위해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도시공원 예정지 내에서 기존 건축물이 개선되고 

건물이 신축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도시공원의 환경을 보전하고 유보하기 위해 

사인의 행위를 규제하였던 점용허가의 본래 취지와 상이하다. 또한 점용기준 완화는 

도시공원 조성 시 보상에 대한 부담을 높여 집행 기한을 미루거나 급기야 도시공원 

해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전을 위한 행위의 

‘제한’과 사익 구제를 위한 행위의 ‘허가’이라는 법적 딜레마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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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7. 도시공원 예정지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제도의 변화 

시대∙사건 도시계획 정책∙제도 도시공원 정책∙제도 

 

‘50 한국 전쟁 

>서울수복, 전재민 주거난 

 

 

‘59 가건축 사회적 문제 

 

 

 

 

 

 

 

 

‘78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인지 

‘81 미집행시설 사회 문제 표면화 

‘81 특정건축물정리특별법  

> 무허가건축물 인식 변화 

‘88 미집행시설 정부 공론화 

 

 

‘93 미집행시설 행정쇄신 과제 

(사유재산권 보호 조치 수반) 

 

 

 

 

 

 

‘12 적절한 사유재산 활용이 중대

한 공익상에 필요하다는 판례 

‘34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 등의 보전, 사용 및 수용 

 

‘56 도시계획 중지 

 

‘59, ‘62 「도시계획법」 

>불량지역 개량,  

>녹지지역(공한대지) 건축제한 

 

‘63 「건축법」 

공원경역 내의 건축물 

 

‘71 「도시계획법」 

>행위의 제한 

 

‘81 「도시계획법」 

>가설건축 설치 허용 

 

 

‘91 「도시계획법 시행령」 

>가설건축물 기준 변경 

 

 

‘00 「개발제한구역법」 제정 

>그린벨트내 주민지원 

>취락지구특례 

 

 

 

 

‘56 공원 내 조건부 가건축 허용 

 

‘62 「공원법(안)」 

>도시공원 수용, 사전 규제 강화 

 

 

 

 

‘67 「공원법」 

>점용기준 마련, 사권의 제한 

 

 

‘80 「도시공원법」 

>토지재산권자 점용 우선 허가 

>점용허가 기준 구체화 

 

‘90 「도시공원법 시행령」 

>민간 건축 개축∙대수선 허용 

‘99 「도시공원법 시행령」 

>모든 건축물 증축 허용 

‘00 「도시공원법」 

>10 년 경관 미매수토지 내 신축 

 

‘05 「공원녹지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특례 

‘10 「공원녹지법 시행령」 

>도시자연공원구역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09 「공원녹지법」 

자연적 녹지의 건축물 매입∙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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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도시공원의 해제와 실효 

 

1) 시대별 도시공원 현안 및 사건 

○ 「시가지계획령」과 「(구)도시계획법」 기간 

당시 공원 해제의 주요 원인은 한국전쟁 이후 도시 재건을 위한 도시계획 현실화와 

빈곤한 재정 마련을 위해 공원 용지를 매각하는 불하(拂下)60에 있었다. 

① 도시계획의 현실화: 1950년대 전쟁의 영향으로 기존 건축물이 매우 소중하였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일제의 시가지계획은 당시 현실에 맞지 않았다.  이 

때문에 1958년 ‘서울도시계획변경’은 도시의 건축 집약 공간을 피해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도시정책 방향은 공원 해제 기준을 수립한 1962년 ‘계획공원의 

재검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가 제시한 공원 해제 

기준은 국·공유지 및 사유지로서 중요 공공기관의 건물이 건립된 부분, 공∙사유지로서 

기존 일반 건물이 밀집된 부분, 국∙공유지로서 주택조성사업 등이었다. 이 기준에 따라 

1963년 서울시는 계획공원을 정비하여 대공원 17개소(1.4㎢), 근린공원 13개소(0.6㎢), 

도로공원 6개소(0.4㎢) 등 총 35개소(2.5㎢) 공원을 해제하였다[건설부고시 1963. 4. 26. 

제299호]. 이 조치에 관하여 김덕삼은 공부상의 재산권에 대한 부작용 해소를 위한 

변경고시이지 시민의 공공적 이용을 우선하는 공원 조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평가하였다.61 

② 공원 용지의 (부정)불하: 전쟁으로 공원 내 전재민과 실향민을 위한 학교와 

공공기관의 건축물도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정부와 임대차계약을 한 임시 교사들은 

남산에 세워졌고 휴전 후 1,600만환에 공원 용지를 불하 받았다. 이후 천막 교사는 정식 

건축물로 신축되었고 언론은 “공원이냐? 학교냐?”며 “남산공원은 황폐일로를 걷고 

있다”고 비판하였다.62 

합법적 태두리에서 공원 용지를 매각하는 불하보다는 허술한 지적(指摘) 관리를 

악용하여 공원 용지를 불법으로 매각하는 부정불하(不正拂下)가 더 큰 문제였다. 1958년 

서울관재국직원 3명이 장충단공원 용지를 부정불하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다. 3년 뒤에는 

부산시 국유재산계장, 매각계장 등 관계 공무원 6명이 공모하여 부산 용두산 공원 부지 

                                                 
60  불하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매각하는 일을 뜻한다. 공원 불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1998 년 조선총독부의 문서를 전산화하는 과정에 ‘탑동공원 다방 예정 설계도’라는 제목의 8 장짜리 

도면에서 발견되었다. 일제는 파고다 공원 일부를 불하하기 위해 공원 서북쪽에 1 백 50 여평 규모의 

다방을, 그 옆에 동쪽에 야외 공연을 위한 20여평의 원형 무대를 만들 계획이었다. 

양기대, “3.1운동 발상지 탑골공원 일제, 유원지로 만들려 했다,” 『동아일보』, 1998. 3. 1, 3면. 

61 김덕삼, 『한국도시공원이 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100 
62 기자불명, “황폐해가는 시민의 휴식처,” 『동아일보』, 1956. 8. 23, 3면.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8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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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를 주택 용지로 공문서를 위조하여 831,500환에 매각한 사실이 드러났다.63  

 

 

그림 Ⅳ- 3. 사직공원 불하용지의 위치. <출처: 경향신문, 1964. 4. 6, 7면> 

 

1964년 사직공원 부정불하 사건은 공원 면적의 2/3이상이 불법으로 매각 되었고,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갔다. 사직공원 불하 용지는 약 2만3천평으로 옛 성곽터가 있는 

문교부의 보호관리지(사적 25호)와 농림부의 임야보호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언론은 

“서울의 공원은 0.02%뿐으로 서울 시민은 공원 없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처지다,”  

“이래서 서울은 녹지대가 없어진다” 64라며 공원 용지의 부정불하를 비판하였다. 공모자 

5인은 사직공원을 풍치지구로 지적도를 변조하였고, 이를 동양부동산주식회사 김○○이 

약 270만원에 매입한 후 다시 상업은행에 근저당 잡아 1,210만원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은 군정 2년의 기강 문란과 부정 비위로 확산되어 경찰과 검찰이 

조사하였고 국회에서는 ‘공원 용지 부정불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이 위원회는 삼청공원도 종로구청이 허위 증명하여 1963년 9월에 불하한 

사실을 밝혔다. 삼청공원은 서울시가 배수용지로 신청하여 예산까지 잡아 놓은 상태여서 

문제가 더욱 커졌다. 이외 남산, 홍릉, 수유리유원지, 한강 부지 등에서도 민∙관이 

                                                 
63 기자불명, “삼명구속 송청 장충단임야사건,” 『경향신문』, 1958. 5. 16, 2면. 

  기자불명, “공원부지불하 육명구속,” 『동아일보』, 1961. 7. 8, 3면. 
64 기자불명, “진상은 이렇다. 사직공원 용지불하,” 『경향신문』, 1964. 4. 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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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불법 매각한 사실이 밝혀졌다.65 

 

○ 「공원법」 기간 

1966년 ‘불도저’ 김현옥 서울시장(1966 ~ 1970, 재임)은 주택 건설과 수해 복구를 

목적으로 한 추경예산의 재원 염출을 위해 시의 불용 재산을 매각한다고 발표하였다. 매각 

대상으로 명동공원, 서린공원, 동대문공원, 숭인공원이 포함되었고 총 6억2백여만원의 

재정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4개소의 공원이 아동공원 이어서 ‘동심의 터전’이 

팔린다는 여론의 비판과 ‘푸른 서울을 위해’ 공원을 늘려야 한다는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당시 서울시는 142개의 계획공원 중 51개소만이 운영되었고 개원한 

아동공원은 13개소에 불과하였다. 4개소의 아동공원이 매각되면 9개소만 남게 되어 

“어린이들은 어디서 노나”하는 여론의 비판이 2년 동안 이어졌다. 건설부 관계자는 

“그나마 확보한 공원 용지를 시설로 못할 망정 매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언론과 인터뷰하였다. 그중 명동아동공원 불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공원은 

‘수도재건을 위한 토지구획정리사업[1952. 3. 25. 내무부고시 제23호]’ 일환으로 

제1중앙지구 소공원으로 계획하여 1955년 11월 14일 개원하였다. 그러나 명동아동공원은 

자유당 집권때부터 “집요한 매각 공세” 66 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명동아동공원의 해제를 보류한 이후 서울시는 이 공원을 불용 

재산으로 만들기 위해 1967년 3월 충무로2가 임시 파출소를 공원 내에 설치하였다. 

놀이기구에는 게시판이 설치되었고 잔디밭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날카로운 창살까지 

세워지는 등 ‘위험한 공원’으로 만들었다. 이후 명동아동공원은 만취자들과 범법자들의 

대기장소가 되어 아동을 위한 놀이 기능이 사라졌다. 67  결국 1967년 7월 21일 건설부는 

명동아동공원 해제를 승인[건설부고시 제515호]하였고 동년 22일 서울시는 이공원을 

공매공고 하였다. 

  

                                                 
65  이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민사지법은 1967 년 12 월 26 일 “불하 또는 전매된 사직공원 용지 

2 만 3 천여평은 당초 법률을 무시하고 부정불하된 것”으로 “피고들은 동 임야를 정부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법률 근거로 「국유재산처리법」 제 42 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매각 

처분하려면 반드시 건설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법」 제 48 조에 의거 공원 용지여도 

잡종재산으로 편입, 헐값에 불하한 것은 관계 관청의 부정이 있었음을 뒷받침하였다 보았다 

기자불명, “헐값 불하로 말썽 빚은 사직공원 용지 4년만에 되찾아,” 『동아일보』, 1967. 12. 26, 7면. 
66 기자불명, “팔리는 동심의 터전,” 『경향신문』, 1966. 8. 19, 4면. 
67 기자불명, “어른들이 차지한 어린이놀이터,” 『경향신문』, 1967. 5. 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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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8. 1967~1968년 서울시 도시공원 해제 사유 

 해제 공원 해제 사유 

전

부 

1. 숭인아동공원 (동대문 우시장자리) 

2. 서린아동공원 (종로세무서 앞) 

3. 돈암 제 2 아동공원 (고면중학교 옆) 

4. 송월아동공원 (적십자병원 뒤) 

5. 동대문아동공원 (동대문시장 안) 

6. 명동아동공원 (명동 중심부) 

7. 쌍용아동공원 (마포경찰서 뒤) 

8. 남대문아동공원 (부녀회관 뒤) 

9. 공덕아동공원 (마포경찰서 뒤) 

도시계획 현실화 

도시계획 현실화 

밀집으로 현실화 

밀집으로 현실화 

도시계획 현실화 

도시계획 현실화 

재개발지 

도시계획 현실화 

재개발리 

일

부 

1. 소천공원 (마포장 뒤) 

2. 낙산공원 (창신동 뒷산) 

3. 장충공원 (고계중학교 뒤) 

4. 궁동공원 (연희고지) 

5. 삼청공원 (삼청동배수지) 

6. 청량리공원 (홍릉 안) 

7. 한남공원 (외인주택지 안) 

8. 인왕도로 (중앙청 동쪽~청와대 입구) 

9. 음월도로공원 (홍제교 하류) 

10. 대방공원 (해군본부뒤 북쪽) 

11. 개운공원 (고대 옆) 

12. 산천공원 (마포장) 

13. 신설 제 1 공원 (돈암시장 안) 

14. 김호아동공원 (김호주택지) 

15. 창신 제 3 공원 (창신아파트 뒤) 

16. 서울운동장공원 (야구장 남쪽) 

17. 청량리공원 (임업시험장 안) 

18. 상도공원 (상도시장 뒤) 

19. 인왕공원 (배화여고 뒤) 

20. 와릉공원 (보성중학교 뒤) 

22. 장충공원 (고계중학교 뒤) 

23. 뚝도공원 (성동교 건너편) 

24. 삼청공원 (삼청배수지 뒤) 

25. 용마공원 (서울컨트리클럽) 

26. 북악공원 (서울 성북동) 

도시계획재정비 

신설학교 용지 

신설학교 용지 

도시계획현실화 

도시계획현실화 

문화재관리국 주택지 

외인주택지 

시가지내로 현실화 

도시계획 현실화 

도시계획 현실화 

도시계획 현실화 

이박사재단 불하 

돈암시장용지 

밀집으로 현실화 

도시계획현실화 

도시계획현실화 

과학기술연구소 및 모부대용지 

밀집으로 현실화 

배화여고 용지 

재개발지 

재개발지 

상가아파트건립용지 

감사원 용지 

도시계획 현실화 

밀집으로 현실화 

* 자료: 『경향신문』, 1968. 5. 22. (필자가 표로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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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해방 이후 남산은 건축물로 인해 지소적으로 잠식되었다. 이대병원(‘69. 1), 

외인아파트(‘69. 5.), 하이야트 호텔(‘71. 3.), 신라호텔(‘75. 5.)과 같은 고층 건물이 남산 

허리에 병풍처럼 세워졌고 ‘77년 7월 한남동에 ‘보광동수원지’를 마지막으로 잠식이 

끝났다. 남산의 수난을 두고 한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내 평생 최대의 판단 착오였다”68며 

후회를 밝혔다. 약 30년 동안 남산은 총 932,500㎡가 해제되었다. 

1970년부터 1988년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빈번하게 변경되었다. 당시 내무부가 집계한 

전국 도시공원 현황(표 Ⅳ-2, 그림 Ⅳ-1 참고)을 살펴보면 1977년부터 1980년까지 도시공원 

면적 현황은 급증급락 하였고 그 과정에서 계획공원 375.6㎢, 시설공원 87.4㎢가 사라졌다. 

서울시는 택지용지화, 주택개량 재개발사업, 학교용지화, 정부기관 용지 및 사유건물용지 

등을 이유로 도시공원을 해제하였다. 10년 이상 동안 서울의 도시공원 일부 해제는 

288개소 46.2㎢, 전부 해제는 55개소 1.9㎢였다. 서울시의 도시공원 해제 원인은 

도시계획과 주택용지로의 변경이 가장 높았고 사립학교 용지와 민간 건축물과 같은 사익 

목적의 도시공원 해제도 4.8㎢에 이르렀다. 

 

 

 

 

그림 Ⅳ- 4. 1945~1977 년 남산 공원의 잠식 현황 <출처: 경향신문, 1984. 7. 26> 

  

                                                 
68 강충식, “남산공원 부활하는가,” 『경향신문』, 1984. 7. 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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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9. 1967~1979년 서울시 도시공원 해제 면적 현황 

분류 원인 계(천㎡) 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묘지공원 가로공원 

 주택용지 6,663.7 3,719.0 2,561.2 59.5 1.7 322.1 

일부 학교용지 3,745.1 1,374.7 1,677.1 25.7 12.3 655.0 

해제 정부기관 589.3 479.3 99.4 10.5   

 사유건물 638.1 594.6 36.4 7.1   

 도시계획 19,811.4 18,724.2 980.2 17.1  89.8 

 군사보안 1,333.0 130.6 1,200.7 1,649   

 지구변경       

 기타 13,453.7 13,072.5 275.3 21.4  84.4 

 총계 46,234.8 38,095.2 36,937.4 143.2 14.1 1,151.4 

 주택용지 718.3  50.9 43.1 624.2  

전부 학교용지 21.8   5.4  16.4 

해제 정부기관 25.4   25.4   

 사유건물 404.1   16.1   

 도시계획 163.9   11.6  152.2 

 군사보완       

 지구변경 7.1  1.7 5.4   

 기타 656.0  472.0 139.0  45.0 

 총계 1,996.9 388.0 424.6 246.3 624.2 213.7 

*인용: 김덕삼, 『한국도시공원이 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pp.104-109.  

 

○ 「도시공원법」 기간 

「도시공원법」 시행 기간 서울시의 도시공원 해제 주요 원인은 관용 건물의 

건축이었다. 오래 전부터 도시공원 내 관용 건물은 치외법권(治外法權)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1976년 서울시가 당산공원(1974. 6. 21. 개원)에 영등포구청사를 신축하며 

「공원법」을 어겼던 사례가 있다.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 건물이 법정 

공원시설이 아닌 관계로 건축 승인을 거부하였지만,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결정을 무시한 

채 건축을 완공하자 “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여론의 비난을 받았다. 69  1967년 

삼청공원 내 감사원 건물은 도시계획 변경 없이 건축이 진행되었고 1991년 5월 건물 

증축을 위해 서울시는 삼청공원 용지 일부를 해제하였다. 동년 서울대학교 정문 인근 

관악경찰서는 도시공원 부지를 해제하여 신축되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관악경찰서 신축을 부결하였지만, 1990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관련 권한이 

기초자치단체에도 위임 될 수 있어 관악구 자체 승인으로 건축을 추진하였다. 이 결정에 

대하여 양윤재는 “민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공원부지 사용을 

                                                 
69 기자불명, “스스로 법어기는 관, 공원 용지에 구청사,” 『경향신문』, 1976. 8. 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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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쉽게 승인하는 것은 사회정의 상 맞지 않” 70 다고 언론과 

인터뷰하였다. 1993년 『경향신문』은 “서울시 스스로 법 위반에 앞장” 71 선다며 

보라매공원 내 불법 관변단체 건물을 고발하였다.72 

1992년 10월 서울시가 국회 건설위에 제출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1988년부터 33건 

38만여평(약 1.2㎢)의 도시공원 용지가 해제되었다. 4년 동안 도시공원 해제 용지 중 87%가 

공공시설물 건립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예정이었다. 73  1983년부터 1993년까지 10년 

동안 서울시가 확보한 도시공원 면적은 2.1㎢인 것에 비해 해제 면적은 10배가 넘는 

22.5㎢에 달하였다. 

 

표 Ⅳ- 10. 1983~1993년 서울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도시공원 해제 내역 

가. 서울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내역 

구분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 

이전 

적지 

건축 

계획 

공원 

신설 

기타 계 

면적 21.9 647.1 65.8 4.9 1,291.3 73.8 2,104.9 

개 

소 

개 13 15 6 3 36 16 89 

% 14.6 16.9 6.7 3.4 40.4 18.0 100.0 

 

나. 서울시 도시공원 해제 내역 

구분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공공복지

시설 

학교 

용지 

도로 

확보 

국방 

계획 

민원 

사유 

기타 계 

면적 1,846.5 60.7 426.0 11.0 68.0 52.6 20,192.0 22,567.7 

개 

소 

개 45 10 20 5 3 3 64 150 

% 30.0 6.7 13.3 3.3 2.0 2.0 42.7 100.0 

*단위: 천㎡, 개소수, %, 자료: 서울특별시, 『공원 현황 Ⅱ』, 1994.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실효 제도의 도입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의 영향으로 

2010년부터 도시공원 면적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4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는 적극적 행정 지도를 하지 않아 민원이 급증하였다. 

박근혜 정부(2013. 2. ~ 2017. 3. 재임)는 적극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2014년 9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정부측은 ‘도시 및 

                                                 
70 장철규, “관악서, 서울대 앞으로,” 『한겨레』, 1991. 8. 8. 15면. 
71 김윤순, “공원에 불법 관변 단체 건물 많다,” 『경향신문』, 1993. 2. 14. 20면. 
72  이후 보라매공원내 기존 건축물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회, 한국청소년연맹 본부 등은 무상으로 

공원시설을 점유하였고, 서울시는 남부장애자종합복지관과 정신박약복지관을 건축하여 지속적인 불법 

시설로 남겼다. 동작구 등 5 개구는 공원의 2 개 건물을 전시장으로 등록하고 실제로 민방위교육장으로 

사용하는 불법용도변경을 하였다.  
73 기자불명, “공원 용지 38만평 해제 서울시 녹지훼손 앞장,” 『한겨레』, 1992. 10. 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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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규제혁신 방안’ 일환으로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예정부지 활용 촉진(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상 설치할 수 없는 인프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지정 해제를 추진할 경우 특혜 시비나 감사의 우려가 있어 해제에 

소극적이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구체적 방안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독려하고, ② 특혜 시비 및 감사 우려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제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③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④ 

계획 상 미포함 부지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⑤ 토지소유자가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74  

 

표 Ⅳ- 11. 2015년 10월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고시 현황 

구분 결정 집행 

면적 

미집행 면적 ‘15실효 예상 실효 고시 현황 

개소 면적 전체 10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고시일 

합계 21,418 989 406 583 512 576 43.6 359 23 - 

서울 2,116 140 84 56 54 0 0 - - - 

부산 991 62 20 42 41 0 0 - - - 

대구 773 25 11 14 12 1 0.07 - - - 

인천 1,107 49 22 27 19 1 0.007 - - - 

광주 610 21 9 12 10 0 0 - - - 

대전 608 28 16 12 11 0 0 - - - 

울산 552 37 13 24 19 0 0 - - - 

세종 244 21 20 1 1 0 0 - - - 

경기 5,442 168 83 85 65 102 8.8 137 11.5 15.10.1 

강원 1,009 41 9 32 28 75 3.4 72 3.4 15.10.1 

충북 986 51 9 42 40 0 0 - - - 

충남 1,196 44 15 29 26 36 10 - - - 

전북 732 52 17 35 33 18 2.4 - - - 

전남 1,523 74 27 47 41 134 7.0 72 1.8 15.10.1 

경북 1,604 75 19 56 50 65 3.7 67 4.6 15.10.5. 

경남 1,674 93 30 63 56 144 8.3 11 1.7 15.10.1 

제주 251 8 2 6 6 0 0 - - - 

* 자료: 국토교통부, 『2015 국정감사자료』, (내부자료), 2015. 10. (출처: 윤은주, 2016 재인용), 

단위: ㎢ 

 

201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동년 말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 43.6㎢가 우선 

실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였다. 그러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공원이 512㎢에 달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2020년 7월이면 이 면적이 일몰 될 것으로 

                                                 
74 이정현, “토지’규제’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의 하소연,” 『월간조선』, 2014. 11.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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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이 면적을 체감하기 위해 면적을 비교하자면 1971년 내무부가 집계한 전국 

계획공원 면적은 507.6㎢이고 2015년 조성공원 면적은 418.0㎢로 현재 조성된 

도시공원보다 더 많은 면적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쟁점에 대한 법제도의 근거와 개선 방안 

○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구)도시계획법」: 도시계획 토지 처분의 제한 

일제시대 공원은 제령 제42조에 따라 토지구획정리로 “토지의 교환, 분합, 지목 변경 

또는 기타 구획형질 변경 또는 도로, 광장, 하천처럼 설치, 변경 혹은 폐지” 될 수 있었다. 

전후 혼란기를 틈타 빈번하게 발생하였던 국∙공유지의 부조리와 무분별한 불하를 

봉쇄하기 위해 「(구)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 목적 이외의 용도로 국유토지를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명동아동공원에서 보았듯이 도시계획 현실화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였고 한번 수립된 도시계획을 

유지하려는 중앙정부와 충돌하기도 하였다. 

 

○ 「공원법」: 도시공원 해제의 원칙과 모순 

정부는 공원의 무분별한 해제와 불하를 방지하고 도시 내 환경성을 유지하고자 1962년 

「공원법(안)」에 ‘도시공원 폐지의 제한’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나 공원으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의 폐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70년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 현실화에 

때라 빈번하게 해제되었다. 그 이유는 본 법률의 시행령이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에 

관하여 토목기반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시설 등 다수의 경우를 규정 75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는 모호한 규정이 명시되어 공원 

이용에 관한 합리적 검증을 통해 도시공원이 해제되기 보다는 고의적으로 이용 여건을 

불량하게 만들거나 감독 기관의 특정 시간대의 시찰만으로도 도시공원은 해제될 수 

있었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해제는 상위의 법률보다 하위 법령에 의한 규정의 효력이 높게 

작용하였다.  

                                                 
75 「공원법 시행령」 제 5 조(공원의 폐지 등) ① 법 제 8 조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사상 또는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방부장관이 

군작전·군사시설 또는 군기밀보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법률에 의하여 시설하는 

하천·간척·항만·발전·철도·통신·방송·측후 또는 항공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시설·주요연구소 또는 시험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정유·제철·비료 또는 종합기계의 공장건설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 8 조제 1 항에서 공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공원으로서의 효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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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해제를 촉구하는 

도시계획 제도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해제 금지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도시계획으로 

도시공원을 확보하고 변경하는 이상 ‘도시공원의 해제 금지’는 불필요한 조항이거나 

상징적일 뿐이었다. 「도시공원법」 제정으로 ‘공원조성계획’이 신설되었지만 도시공원 

해제를 가름할 수는 없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공원이 ‘공원조성계획’으로 다시 

입안되었기 때문이다.  

실효 제도는 「조선시가지계획령」부터 존재하여 왔다. 제령 제9조(효력의 상실)에 

따라 “보상금의 지불과 공탁하지 아니할 때”로 시가지계획 결정 실효를 규정하였으나 그 

절차와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제도적 효력이 부족하였다. 1971년 개정 

「도시계획법」 제14조(도시계획의 실효)에 의거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내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도면 작성이 없는 경우로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손쉬운 

해결책 하나의 선택만으로 실효를 면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전반적인 법체계, 외국의 입법례 등과 기타 현실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입법자의 의무로서 보상 규정 마련을 촉구하여서야 실효 제도는 실질적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실효 제도는 일반적인 ‘실효’와 일몰제라고 불리는 ‘자동 실효’로 

구분된다. 일반 실효 제도는 도시공원의 무조건적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원조성계획 

등으로 ‘사정 변경(事情變更)76’에 관한 예비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반면 일몰제(자동 실효)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규제가 풀리는 제도’를 의미한 

것으로 정해진 날짜에 맞춰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자동으로 해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2000년 7월부터 20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대량 실효의 사태를 방지하고 새로운 

제도의 적응 시간을 마련하였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2020년 7월 2일 예정인 대규모 실효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하였다.77 주요 골자는 

2015년 12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해제 시설의 분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의 분류, 2016년 1월부터 관리 방안의 수립 이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본 지침의 후속 조치로 정부는 2015년 8월 11일 

                                                 
76 사정 변경이란 법률행위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에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한 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중대한 변경을 받게 되어, 당초에 정하여진 행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강제한다면 대단히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당사자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맞도록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다.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에서 

"사정"이란 객관적 사정일 뿐, 주관적 사정은 해당하지 않는다. 
77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제 절차에 착수』 (보도자료), 2014. 12. 29.  

https://ko.wikipedia.org/wiki/%EB%B2%95%EB%A5%A0%ED%96%89%EC%9C%84
https://ko.wikipedia.org/wiki/%EC%8B%A0%EC%9D%98%EC%84%B1%EC%8B%A4%EC%9D%98_%EC%9B%90%EC%B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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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제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도시공원의 해제 기준은 

다음과 같다. 78  ① 해제 우선 대상은 공원 내 공공시설 부지, 도로에 의한 잔여 토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모 기준 미만 토지, ② 환경적 보존가치 1등급 지역 등 보전 목적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 지정 불필요, ③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시까지 입안되지 

않을 경우였다. 

 

표 Ⅳ- 12. 2014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시설 해제 절차 

우선 해제시설 검토 물리적 집행 곤란      → 정비 

↓집행기능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재정여건 감안, 우선순위 선정- 

재정범위 내 집행      → 

가능한 경우 

집행 

↓재정범위 내 집행불가   

비재정적 집행가능성 검토 집행 가능한 경우      →           집행 

↓불가   

장기미집행 시설 정비 (‘16.1~)   

 

3) 쟁점의 원인과 법제도의 한계 

초기 도시공원의 해제 사유는 1950∙60년대 도시 재건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기존 건축물의 활용과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 수단으로 도시공원을 해제하였다. 

동시에 시 재원마련과 불법적인 불하 등 도시계획의 불모성으로 도시공원은 사라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도시계획의 기강을 바로 잡고자 「도시계획법」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였고 「공원법」으로는 공원의 폐지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공원법」의 하위 법령은 도시공원을 폐지할 수 있는 공익상의 경우를 넓게 설정하였고 

「도시공원법」의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계획 절차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었던 관계로 

도시공원의 해제를 제어하고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의 하위 시설로 설정되었기 때문에 도시공원의 해제는 

도시공원 법제도의 자구적 판단이 배제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볼 때 

‘공원은 유보지’라는 이대우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79  규제라는 측면에서 도시공원 

법제도는 공지(open space)의 정확한 기능을 부여하여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가변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유보되는 토지’로서의 기능을 하였기 때문에 

                                                 
78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2014. 12.  
79  이대우 『공지(OPEN SPACE)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의 공원 정책에 관한 연구: 그 역사적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6),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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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로서 본래의 기능이 사실상 제거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실효 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보상적 조치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법적 구체성과 효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은 해당 

도시공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결정 해제에 관한 예비적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도시계획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적 절차성을 갖추고 있는 일반적인 

실효제와 달리 일몰제는 기간 내 자동적으로 시행하는 법률의 효율성 때문에 몇몇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도시공원 제도적 측면에서 일정 기간 내 도시공원 조성 

여부만으로 자동 실효하는 것은 절차상 예비 판단의 효력과 의지를 낮추게 한다. 그 

이유는 도시공원 결정 당시의 배경이나 의도를 감안하거나, 더 이상 도시공원을 조성할 

의도가 없어졌거나, 객관적으로 도시공원 조성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타당성 등의 

근본적인 ‘사정 변경’을 무시한 채 대상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보호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 2020년 7월 2일 도시공원 일몰을 위해 기존 도시공원 예정지의 기산일을 2000년 

7월 1일로 재산정한 것은 오히려 민원의 소지를 높인다. 각각의 도시공원 예정지는 서로 

다른 도시계획 결정 기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 실효를 원하는 토지소유자의 

요구와 상충할 수 있다. 또한 기산일을 재산정한 것은 각각 다른 토지소유자의 수인 

기간에 20년이라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가중한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80 

  

                                                 
80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아래와 같다.  

헌법재판소 2005. 9. 29. 2002헌바 84.89, 2003헌마 678.943(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 2009. 7. 3. 2007헌바 110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는 일몰제에 대하여 합헌 결정하였다. 합헌사유는 도시계획 기산일 재산정은 “통제불능의 대량 

실효사태”로 “도시계획 자체를 좌절시키는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것은 헌법상 현상유지의무를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효기간을 차등하는 방안은 

도시계획 목적 달성에 미흡한 면이 있고 매수청구제도가 도입된 이상 공익과 사익의 균형은 잡혀졌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수의견으로 일몰제 반대의견이 2 명에서 4 명으로 증가하였다. 일몰제 반대 이유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실현가능성, 사업타당성 및 재정확보방안 등 면밀한 검토 없이 행정편의적 방만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지, 재원확보 후 사업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아니라고 보았다.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다시 검토하여 결정을 취사선택하고 간절한 도시계획 시행에 

착수하는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취지로 실효기간의 단계적 적용이 최소 침해 수단이라고 다수의견에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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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3. 도시공원 해제 및 실효에 대한 제도의 변화 

시대∙사건 도시계획 정책∙제도 도시공원 정책∙제도 

 

 

 

 

‘50∙60 년대 도시계획시설 (부정)

불하 만연 

 

 

 

‘64 사직공원 부정불하 

 

‘67 명동공원외 불하 

‘76 당산공원 잠식(영등포구청사) 

‘77 까지 남산공원 부분해제 

>사건축물 잠식 

 

 

‘91 공공건축물 공원 잠식 

‘93 보라매공원 용지 불하 

‘99 헌법재판소 헌법불일치 결정 

 

 

‘05 기산일 재산정(자동실효) 합

헌 

 

 

 

 

 

‘34. 「조선시가지계획령」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폐지 

>효력의 상실 

 

‘62. 「도시계획법」 

>국∙공유지 처분의 제한 

 

 

 

 

 

 

‘71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의 실효 

 

‘81 「도시계획법」 

>도시기본계획 수립 

 

 

 

‘00 「도시계획법」 

>일반실효, 자동실효 

 

 

 

 

‘14 해제 가이드라인 

‘15 도시∙군계시설 우선 해제 

‘20 도시∙군계시설 일몰(예정) 

‘40 경성부 시가지공원계획 

 

 

 

‘62 계획공원 재검토 

>도시공원 해제기준 마련 

‘62 「공원법(안)」 

>도시공원의 폐지제한 

 

‘64. 절회 「공원법(안)」 재심사 

 

‘67 「공원법 시행령」 

>공원의 폐지 기준 

 

 

‘80 「도시공원법」 

>공원조성계획 수립 

 

 

‘00 「도시공원법」 

>일반실효, 자동실효 도입 

 

‘05 「공원녹지법」 

>결정 사후 실효 절차 마련 

 

 

‘15 도시공원원 우선 해제 

‘20 10 년 이상 미집행공원 일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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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공원의 조성 

 

2-1. 도시공원 사업의 비용 부담과 국가의 지원 

 

1) 시대별 도시공원 현안 및 사건 

○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구)도시계획법」 기간 

일제의 식민지였던 조선은 토지에 대한 사익을 존중하였던 시기로 토지는 보통 

물건과 동일한 거래 상품으로 다루었다. 81  그러나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으로 

토지 보상이 억제될 수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도시 개발이 이전 보다 

쉬워졌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도시계획법」 등 우리 현실에 맞는 토지 공익 

중심의 토지법제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적정한 사익 보호가 필요했던 관계로 당시 

내무부와 경제기획원은 넓은 면적이 요구되는 공원에 대한 재원 염출을 우려하였다. 

 

○ 「도시공원법」 기간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사업 비용 확보에 소극적이었다. 1997년 서울시 도시공원 

면적 중 사유지가 62.6㎢를 차하였고 보상 비용은 서울시 연간 세출액 약 3조원의 2.7배에 

해당하는 약 8조원으로 추정되었다. 서울시가 도시공원 용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한 것은 

1978년부터로 추정되고 1993년까지 15년간 용지 매입을 위해 투자한 비용은 

총1,847억원으로 1년 평균 123억에 불과하였다. 인천시는 미집행 도시공원 면적 30.11㎢ 중 

사유지가 20.42㎢(68%) 차지하였다. 1996년 인천광역시 전체 예산액은 8,818억원으로 그중 

2.8%에 해당하는 250억원이 공원∙녹지 예산에 편성되었다. 이중 도시공원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는 188억원으로 공원∙녹지 예산 75%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미집행 도시공원의 

사유지 매입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개원공원의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었다. 

건설교통부는 2004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한 접근 태도를 전환하였다. 

과거 정부는 미집행 시설 발생 원인을 지방자치단체의 해태(懈怠)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이때부터 “모든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과 결정은 국가가 승인권을 갖는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부령이 정한 도시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의하고 

그 결정 시기 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시∙도지사에게 모두 위임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점에 

                                                 
81 서원우와 김상용, “현행 토지법의 재평가(상),”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28(1), 1987,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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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추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다”82고 

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무의미하다” 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원 확보 방안을 찾기 위해 현황 조사를 한 결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사업비(164.1조원) 중 도시공원(794㎢)은 37.4조원, 도로(328㎢)는 

95.2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83  

도시공원 재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는 건설교통부에 다양한 방안을 

건의하였다. 부산시는 소공원 재원 확보 방안으로 서울시처럼 체비지만으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주의 공개공지 및 녹지 조성 의무를 완화하고 

녹지조성부담금을 부과하여 소공원 사업을 추진하자고 건의하였다. 84  경기도 및 의회는 

온라인 연합복권 수익금을 공원∙녹지 조성비 재원으로 충당할 것을 건의하였고 85 , 

부산광역시는 ‘공원복지 인터넷 전용 복권 발행제도’를 건의하며 매년 100억 이상의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다.86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간 

본 법률 시행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도시공원 사업 노력과 계획공원의 

해제로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업 비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 비용은 10년 미만인 경우 11조원, 10년 이상인 경우 46조원이 소요될 

예정이었지만, 2015년 집계 결과 10년 미만은 8조원, 10년 이상은 39조원 대로 부담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87  그러나 2015년까지 도시∙군계시설(구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면적은 4.9㎢(2조원)이었지만 매수 보상 실적은 0.1㎢(1,600억원)에 불과하였다.88  

  

                                                 
82 행정자치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안) 검토안』, 2004. 2. 
83 건설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2004. 9. 
84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지도단속으로 바로 잡아야 할 사항을 타용도로 불법 

전환을 이유로 동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건설교통부, 『제안서 검토의견 회신』, (관리 12452-607), 2003. 4. 24. 
85 경기도의회, 『건(결)의안 송부』, (의회의사 13130-301), 2003. 6. 13. 
86  부산광역시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등)해소방안에 따른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관리 58414-1516), 2002. 10. 18.  
87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원 도시군계획시설 미집행추정사업비현황』 (출처: e-나라지표, www.index.go.kr.) 
88 한국토지주택공사,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매수청구현황』 (출처: e-나라지표, www.index.go.kr.) 

http://www.index.go.kr/
http://www.inde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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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4. 1978~2015년 미집행 도시공원 사업비 현황 변화 

가. 1978~1993 년 서울시 연도별 공원 용지 보상용 현황 (단위: 천㎡, 백만원) 

구 

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기타 총계 

면적 보상금 면적 보상금 면적 보상금 면적 보상금 면적 보상금 

‘78~       9,3234.3 5,278 9,323.3 5,278 

‘83   218.9 1,899 0.4 25 9.9 157 229.2 2,081 

‘84 16.7 656 32.0 2,885 1.5 820   50.2 4,361 

‘85   572.6 39,239   13.1 248 585.8 39,487 

‘86   141.8 944   6.8 4,545 148.7 5,489 

‘87   29.6 5,119 4.3 789 3.5 587 37.4 6,495 

‘88 6.9 272 15.0 3,000   33.3 828 55.3 4,100 

‘89 11.5 494 29.6 4,297   4.6 995 61.1 5,787 

‘90 36.3 2,409 15.8 4,618   4.6 1330 56.7 8.358 

‘91 65.7 3,048 106.6 17,405 2.7 1,238 3.1 1,031 178.2 22,723 

‘92 127.2 53,348 10.4 2,012 3.3 3,840   141.1 41,202 

‘93 65.9 28,300 51.6 14,940 1.1 1,176 8.1 2,644 126.8 47,062 

계 330.6 70,530 1,239,5 96,362 13.4 7,890 9,410.7 17,645 10,994.4 184,712 

*인용: 박문호, “도시공원내 사유지에 대한 대응방안,” 현대사회연구소 『지방자치』 105, 1997, p.45. 

 

나. 2008~2015 년 전국 도시공원 미집행 추정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a+b) 사유지(a) 사유대지 공사비(b) 계(a+b) 사유지(a) 사유대지 공사비(b) 

‘08 11,860,451 4,922,534 451,127 6,937,917 46,689,697 25,982,068 1,830,020 20,707,629 

‘09 12,130,607 5,935,904 558,188 6,194,703 45,792,939 25,180,765 1,591,543 20,612,174 

‘10 11,304,539 6,261,175 783,395 5,043,364 44,314,682 22,998,914 1,526,851 21,315,768 

‘11 10,895,984 6,430,412 1,136,429 4,465,572 43,392,323 22,009,593 1,437,106 21,382,730 

‘12 9,698,230 5,600,545 1,110,575 4,097,685 42,863,685 23,144,600 1,467,083 19,719,085 

‘13 8,300,729 4,750,644 1,027,675 3,550,085 40,761,853 20,299,165 1,233,472 20,462,688 

‘14 8,337,135 5,336,117 1,100,342 3,001,018 42,742,953 19,801,385 1,442,553 22,941,568 

‘15 8,261,908 4,864,493 1,091,876 3,397,415 39,218,715 17,234,668 1,331,135 21,984,047 

*참고: 통계청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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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에 대한 법제도의 근거와 개선 방안 

○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구)도시계획법」: 도시공원 사업의 부담 원칙 수립 

제령 제4조(비용의 부담)는 “시가지계획사업의 시행을 요하는 비용은 행정관청이 이를 

집행할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라고 명시하여 당시 공원 사업은 총독부의 사무로 그 

비용은 총독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이후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 사업 비용은 국가와 지방으로 분리되었다. 당시 본 법률 제8조(비용의 부담)은 

“도시계획 사업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이를 집행할 경우에는 국고의 부담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집행할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단,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 . . 그 

비용의 일부(1/3이내)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예외 조문도 마련하였다.  

 

○ 「공원법」과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의 부재 

「도시계획법」에 기초하여 「공원법」 제22조(비용 부담의 원칙)에서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가, 도립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관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였고 「도시공원법」 제13조(비용 부담) 에서는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1988년부터 1991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공원 사업에 국가가 개입 하였지만 국고의 

보조는 사실상 상징적 조치에 불과하였다. 노태우 대통령(1988 ~ 1993, 재임)은 선거 

공약으로 ‘시범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초 2,120억원의 국고지원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시범사업 추진은 국고지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1,380억원이 민자 

유치로 충당하였다.89 

                                                 
89 1988, 1991년 시범 도시공원 조성계획 

가. 시범도시공원조성계획의 추진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사업비(%) ‘88~’90년 시행실적 ‘91년도 계획 
계 583,935  (100.0) 87,566 18,008 

국  비 212,029  (36.3) 0 0 

지방비 233,827  (40.1) 63,737 85,445 

민  자 138,079  (23.6) 23,829 470 

* 위 계획은 ‘92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임 

 

나. 시범도시공원조성 사업 추진 실적 (‘90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 실적 비율(%) 
계 30,219 28,765 95.2 

지방비 29,889 28,691 96.0 

민  자 330 74 22.4 

*자료: 내무부, 『시범도시 공원조성 사업자료』, 1991. (인용: 김필두, 『도시공원의 조성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회, 1992, pp.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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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의 제도화 

2004년 도시계획시설의 미집행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는 국가와 지방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하였고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제도화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1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을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사업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논의하였다. 90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은 2009년 7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용산공원은 국가 책임하에 조성하고 주변을 정비할 수 있는 첫 

국가도시공원이 되었다. 2013년 7월 국토교통부는 국비로 도시공원 사업비용 50% 

지원하는 “생활공원 조성사업”을 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3년 

안에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00개소를 시작으로 2017년 총 

1,000개소를 전국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250억원의 예산액이 연말 

정기 예산 심사에서 무산되면서 이 사업은 사장되었다.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공원은 지자체의 사업이기 때문에 생활공원에 정부 예산을 절대 배정할 수 없다.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91  

 

○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국가도시공원의 제도는 우리나라 도시공원 역사에 중요한 사건인 만큼 국회회의록을 

기초로 연구자는 입법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자 한다. 2010년 11월 국회 부의장과 

(사)한국조경학회는 “국가도시공원: 21세기 선진국토창조 및 지역균형발전 관리 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여 그 과제에 관한 논의를 개진(開陣)하였다. 2013년 6월 26일 

(사)한국조경학회와 전국시도공원녹지협의회는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를 

발촉하였다. 정의화 19대 국회의장(2014 ~ 2016, 재임)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16년 3월 22일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제25조의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본래 이 법(안)은 2011년 9월 상정하였지만 국회 파행으로 한 차례 폐기 되었다. 당시 

국가도시공원 설치기준(안)은 국가로 귀속되는 토지(예: 용산미군기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귀속된 토지 등) 중 해당 지역에 이미 도시 과밀 

성장이 이루어져 새로운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인접 지역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90 건설교통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방안』, 2004. p.10. 

91 국토해양부 녹색도시과, 『쌈지공원, 동네쉼터 등 생활공원 조성사업 가시화』 (보도자료), 2013. 7. 15. 

배석희, “국정과제 생활공원사업 끝내 예산확보 실패,” 『한국조경』, 2014. 1. 1.  

출처: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7308 (검색일 2017. 8. 5.) 

http://www.la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1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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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어 있다가 해제되는 지역 중 자연환경 및 

생태∙문화적 자원이 우수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EXPO 등 국제적인 규모와 체계를 

갖추어 개최되는 박람회의 원활한 진행 및 행사 참가자와 관광객의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빈번해지고 대형화되는 각종 자연 재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습범람지역과 주요 태풍의 이동경로 등에 방재형 공원 설치로 하였다.92 

2012년 9월 이 법(안)은 국회에 다시 상정되었고 2014년 12원 국토교통위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2일 제337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석상에 올려졌지만 

국가도시공원에 대하여 정부측과 위원측 모두 회의적이었다. 당시 수석전문위원은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과 운영 사례를 들어 국가도시공원의 설치는 국가가 하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는 국가도시공원 

관리재단의 설립과 관련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국토부도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들은 두 가지 사안에 민감 하였다. 하나는 2020년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도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둘째는 국가도시공원을 설치하려면 관계기관 협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 소요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연간 관리비 부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소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을 계속 

보류하기로 논의를 마쳤다.93 

국가도시공원 관련 근거법(안)은 법사위 상정이 어두웠지만 조경 단체와 국토부 

전문위원이 국회위원들을 직접 설득한 결과 국토교통위는 하루만에 뒤집어 통과되었고 

2015년 12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가능하였다. 법사위 의사일정 제16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은 도시공원의 유형에 

국가도시공원을 신설하고 이를 국가가 직접 설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대규모 

도시공원의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도시민에 대한 공원녹지의 제공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정 법률(안)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여당은 제2의 

그린벨트라며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국가 지원이 필요한 타 법률(안)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2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요구하였다.94 

결국 제 340회 (임시)국회에서 이 내용은 다시 다루게 되었고 2016년 2월 16일 제 

2소위원회가 담당하여 재원 지원 문제를 집중 토론하였다. 정부측 대안은 첫째, 

                                                 
92  본 내용은 2015 년 12 월 14 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등이 주최한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 (자료집)” 중 김승환이 발제 한  “비전 대한민국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추진 전략과 과제,” 발표자료에서 발췌함. 
93 국회사무처, 『제 337회 국회 국토교통위윈회회의록』 제 2호, 2015. 12. 2. 
94  당시 문제의 발단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안)에서는 3000 억이 국고가 소요되면서도 기재부가 

반대하였던 반면 국가도시공원은 전국 15 개소 4.5 조의 예산이 소요되면서 기재부가 찬성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다. 이에 국토부장관 강호인은 기재부의 찬성한 이유는 도시공원은 

지방공원이기 때문에 국가도시공원은 별도로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찬성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국회사무처, 『제 338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1호, 201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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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아닌 도시공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것으로 수정하였다. 둘째, 

국가도시공원의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구분하였다. 

셋째, 설치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 형식으로 수정하였다. 수정된 개정 법률(안)은 동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재상정 되었지만 여당 의원은 제2의 개발제한구역이라며 계속 반대 하였다. 국토교통부 제 

1차관은 재산권 제한은 불가피하면서도 국가공원 지정으로 무분별한 공원 지정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법 절차를 밟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금 국토부에서 생각하는 바 대로 한다 그러면 재원을 

기본적으로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만약에 뒀다 그러면 그 규정에 근거해서 임의 규정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일부 재원 부담을 요청할 개연성이 많고, 지자체가 하고 있는 도시공원 앞에다 

‘국가’라는 말을 붙이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일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현재의 국가재정 전체 연건을 고려해 볼 때 대폭적인 예산 

지원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 의원은 

사업비의 몇 %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 95 96 는 것으로 이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고 2016년 3월 3일 제 340회 국회(정기회) 제 8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6월 23일 부로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 개정 법률(안)의 주역이었던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 초대 상임대표인 김승환 교수는 ‘기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97  

  

                                                 
95 이에 내용은 본 법률의 시행령에 [별표 1의 2(2016. 9. 29 신설)]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에서 규정한다. 

가. 도시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 

나. 지방지치단체(공원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지방제정법 제 33 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5 년 이내에 부지 전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을 것이다. 
96 국회사무처, 『제 34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1호, 2016. 2. 26. 
97 박광윤, “줌인피플: 국가도시공원법 통과, 이젠 조경가가 뜁니다!_김승환,” 『월간에코스케이프』, 2016. 4.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_korea&logNo=220676684450 (검색일: 2017. 8. 5.) 

김승환은 오랜 시간 부산 100 만평문화공원 조성 운동을 주도하였다. 이후 국가도시공원의 필요성을 

느꼈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인 정의화 국회의장과 함께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였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_korea&logNo=220676684450


137 

3) 쟁점의 원인과 법제도의 한계 

우리나라에 도시계획이 법제화된 지 44년, 「공원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난 

1978년에서야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고 비용의 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원법(안)」을 철회 시킬 정도로 정부는 도시공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도시공원 사업의 재원 확보가 어려운 이유는 비용 부담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는 

도시계획 법제도의 원칙 때문이었다. 일제의 경우 본래 시가지계획사업과 공원사업은 

국가의 사무이자 국가의 비용 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정부는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분리 원칙을 정립하였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국가주도의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도시계획 비용 부담의 원칙에 가로막혀 번번히 실패하였다.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의 제도화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에 기인하였지만 용산공원, 순천만국가정원 등 국민적 요구와 정부주도의 

이벤트 사업이 성과를 거두면서 가능하였다. 2016년에 신설된 국가도시공원 특례는 그 

동안 도시공원 비용 부담 원칙과 상충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도시공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은 지역제(地域制)에만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영조물(營造物)로서 토대를 갖추어 국립공원처럼 도시공원도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국가도시공원특례는 

구체화된 법조항이 미흡한 상태이다. 특히 국고 지원의 방법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관리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현실적인 제도화로 발전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제도가 제2의 그린벨트라는 반대측 위원들의 말도 

경청하여 과거처럼 토지소유자의 일방적인 권리 제한만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정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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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5. 도시공원 사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제도의 변화 

시대∙사건 도시계획 정책∙제도 도시공원 정책∙제도 

 

 

 

 

 

 

 

‘78 서울시 공원 용지 보상 시작 

 

‘88~’91 시범도시공원 조성계획 

>최초 국고 계획, 국고지원 전무 

 

 

 

 

‘10 국가도시공원 제도 논의 

‘11 국가도시공원 제도 국회 상정 

‘13 ‘생활공원 조성사업’ 

>국고예산 심사 무산 

‘34 「조선시가지계획령」 

> 시가지계획사업 국고부담 

 

‘62 「도시계획법」 

>국가와 지방의 재정부담 이원화 

>국고보조(상징적) 

>이후 원칙 유지 

 

 

 

 

‘04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 그린밸트 내 공원조성 

 

 

 

 

 

 

 

‘63 「공원법(안)」 철회 

>재원문제 

‘67 「공원법」 

>도시공원은 지방재정 부담 

>국고보조(상징적) 

 

 

 

‘05 「공원녹지법」 개발시행자 

자기부담으로 공원조성 

 

‘09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 첫 국고지원 공원 

 

 

‘16 「공원녹지법」 

국가도시공원 특례제도 도입 

 

2-2. 도시공원 사업의 민간 참여 

 

1) 시대별 도시공원 현안 및 사건 

○ 「공원법」 기간 

일제는 한반도를 통제하고 일본의 국익을 위해 사권의 개념을 약화시키고 민간사업 

시행의 길을 봉쇄하였다. 98   그러나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공원 사업의 민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김현옥 서울시장은 민자+공공 혼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시비보다 민자의 비용을 높게 책정하거나 시비 없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새로운 

도시공원을 신설하기 보다는 이미 개원된 도시공원에 민간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비하여 유료공원으로 만들었다.  

 

                                                 
98 손정목,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발자취: 법제화 과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1(2), 1986, pp.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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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6. 1967~1971년 서울시 공원계획 

공원명 면 적 

(만평) 

사업비(원) 시설 발표일자 

시비 민간자본 

관악산시민공원 80~100 2 억 택지불하 대

금 

호텔, 골프장, 풀장, 승마장, 어린이놀

이터, 사격장 

‘67.2.28. 

파고다공원원 0.036 2 천만 1 억 7 천만 역사기념물, 야외휴식처, 어린이놀이

터, 분수, 연못, 아케이트(2 층) 

‘67.3.12. 

남산개발계획 87 1 억 5 천만 조망대, 야외도서관, 어린이놀이터, 관

상조류와 동물, 간선도로 

‘67.6.27. 

삼청공원 1.5 1 억 9 백만 3 억 9 천만 어린이놀이터, 단군성역, 도서관,  

풀장, 휴게실 

‘67.8.14. 

남산타워호텔 

민영화 

    ‘67.9.14. 

중지도유료공원 5.2   체육관, 풀장, 모텔, 어린이놀이터, 분

수대, 현대식 오락실 

‘67.10.12 

효창공원 1.6 - 5 천만 골프장, 어린이놀이터, 수목원, 풀장 ‘67.12.21 

<6 개공원 시설확충>   ‘68.2.22. 

남산공원 1 억 3 천만 야생동물원, 어린이놀이터, 풀장  

사직공원 2 천 6 백만 골프연습장, 매점, 풀장  

효창공원 2 천 4 백만 골프연습장, 매점, 풀장  

와우공원 1 찬 7 백만 골프연습장, 매점, 풀장, 변소  

삼청공원 2 천 9 백만 자연연못, 풀장, 골프연습장  

정릉 및 우이동개발 10 억 9 천만 골프장, 당구장, 탁구장, 풀장, 호텔, 

어린이놀이터, 빠징꼬 

 

<지역 공원개발>    ‘68.11.12. 

남산공원  16 억 15 억 (도서관인근): 열대식물원 

(장충단공원인근): 레크레이션센터 

(케이블카정류소인근): 순환도로 

(약수동인근): 국기게양대 

(꼭대기인근): 분수대, 야생동물원 

 

우이동 1.3 2 억  어린이놀이터, 경기장, 골프장   

도봉산 8.2   어린이놀이터, 풀장, 골프장  

정릉 29   어린이놀이터, 집단놀이터, 풀장, 유흥

장, 휴식 및 오락시설 

 

세검정 26.9   어린이놀이터, 유흥시설, 아파트  

관악산 125.2   어린이놀이터, 호텔  

불광동공원개발 0.06 - 1 천만 풀장, 탁구장 ‘68.12.26. 

러시아대사관터 0.6  1 천 5 백만 22 종 놀이시설, 풀장 ‘69.4.28. 

▲ 김현옥 제 14 대 서울시장(1966. 3.~1970. 4.)    

▼ 양택식 제 15 재 서울시장(1970. 4.~1974. 9.) 

어린이공원 16 개

소 설치 

 1 억 시유하천부지, 변두리구획정리 ‘70.11.23. 

어린이대공원 21.2 17 억 7 억 코끼리사, 수영장 등 ‘71.4.20. 

북한산공원개발 1,434 4 억 6 천만 56 억 순환도로, 케이블카, 등산시설 등 ‘71.4.6. 

효창공원 종합휴

양센터 

6.1 2 억 2 천만 2 억 2 천만 레프팅하우스, 동물원, 식물원, 모노레

일, 놀이시설 

‘71.5.26. 

* 이 표는 서울시가 당시 언론에 발표한 기사를 바탕으로 필자 취합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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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옥 시장의 민간공원 정책은 일반 사업자들이 호응을 고려하여 골프연습장, 풀장, 

호텔과 같은 고수익 시설을 반영하였다. 심지어 정릉 및 우이동 개발에서는 빠징꼬 같은 

사행성 사업도 계획되었다. 1968년 서울시는 민간자본 193억4천만원을 끌어들여 92건의 

각종 건설공사를 계획하였다. 그중 도시공원 내 풀장이 10여건 차지하였고 수익성이 적은 

도서관이나 과학관 건립 등 교양시설은 관심 밖이었다. 99  1968년 2월 22일 

사직·삼청·와우·우이·정릉 5개 도시공원에 골프연습장 설치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공원종합개발계획이라는 명분으로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난으로 김현옥 시장은 하루만에 번복하였다.100 

 

○ 「도시공원법」 기간 

「도시공원법」 제정으로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높아졌다. 1983년 11월 

서울시는 삼성동 봉은사공원(현 봉은역사공원), 망우동 용마공원, 녹번동 녹번공원을 

민간공원으로 1986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도시공원 사업은 토지소유주가 

주축이 되어 봉은사공원은 기존 사찰을 복원하는 봉은사 측이, 용마공원은 운동 및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평산 신씨 종친회 측이, 녹번공원은 테니스코트 및 유희시설을 

조성하는 태평양건설이 참여할 계획이었다. 서울시는 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 대신 

테니스장이나 수영장 등 시설 사용료를 민간사업 시행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101  

1980년대 민간공원은 3가지 유형으로 추진되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도시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서울대공원 사업 

(1986)이 여기에 속하였다. 둘째, 토지소유자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의 사용 승인을 득한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경우로 용마 자연공원(1983)과 

월곡근린공원의 드림랜드(1985) 등이 여기에 속하였다. 셋째, 학교 등 도심지역의 시설 

이전적지에 대형 건물의 신축과 동시에 공원 용지를 확보하여 조성하는 방법으로 옛 

휘문고등학교 자리의 원서근린공원 등이 이 유형에 속하였다. 그 외에도 재개발사업이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어린이 공원과 녹지 등을 기부채납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민간공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었다.102  

그러나 도시공원 사업에서 민간의 참여는 그리 높지 않았다. 1993년 서울시 도시공원 

면적은 94.3㎢였지만 민간이 추진한 도시공원 면적은 2.0㎢로 약 2%에 불과하였다. 

민간공원을 보면 대부분 위락시설,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등이 선호되어 도서관, 박물관 등 

                                                 
99 기자불명, “눈먼계획. . . 민자사업,” 『매일경제』, 1969. 12. 11, 8면. 
100 기자불명, “5개공원에 또 골프장,” 『경향신문』, 1968. 2. 22, 3면.  
101 기자불명, “용마녹번봉은사 등 민자유치 공원 조성,” 『동아일보』, 1983. 3. 11. 11면. 
102 최용기, “도시공원 관리현황 및 문제(기획논설),” 『한국조경학회지』 20(1), pp.115-118. 



141 

교양시설처럼 수익성이 낮고 건축비가 높은 시설 설치는 소수에 불과하였다.103  

1976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는 과천에 서울대공원을 착공하였지만 

사업자 선정이 어려웠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2년 서울대공원 공사 현장을 시찰하며 

7백여억원에 이르는 민자유치계획에 관심을 보였고 도시공원의 위락시설은 건설부터 관리 

및 운영까지 민간에 넘겨 경영 합리화를 기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104 

서울시는 3단계 사업으로 청소년 문화 및 위락시설을 공모하였고 대림산업이 

민간투자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기공식 이후 사업시행자가 중도하차 하자 서울시는 

도급순위 1~55위까지 업체 제한 공모를 다시 실시하였고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서울시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기반시설은 서울시가 

조성하는 조건하에 한덕개발(현 한일그룹)이 운동시설, 현대미술관, 리프트카 등 시설을 

추가하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105 

1990년대 서울시는 도시공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지하주차장 건설에 

주력하였다. 서울시는 도시공원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7조(점용허가의 기준)가 근거로 민영 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였다. 1991년 12월 

종묘광장에 지하4층 1,418대, 1992년 3월 세종로미관광장에 지하5층 1,353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개발을 시작으로 묵정공원, 서소문공원 등에 각 502대(지하 5층), 

1,316대(지하4층)가 1994년까지 준공되었다. 서울시는 1997년까지 6만대분 이상의 

도시공원 내 주차장 건설을 확정하였고 1조원에 달하는 건설 재원 대부분을 민간자본으로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는 51개소의 도시공원에 27,416대를 할당하였고 단계별로 

사업자 공개 모집, 책임 건설, 20년 후 기부채납하는 3단계 계획을 수립하였다. 민간투자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무상 기간을 2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103 1993년 서울시 공원 민자유치 현황 

구 

분 

민

자 

유

치 

공

원 

주요공원시설 공원

시설

개발

면적 

(천

㎡) 

계 골

프

장 

테

니

스

장 

수

영

장 

종

합

체

육

관 

유

희

시

설 

눈

썰

매

장 

독

서

실, 

도

서

관 

박

물

관, 

전

시

관 

문

화

공

간 

운

동

장 

기

타 

사유지 16 109 8 32 8 1 45 2 2 3 2 2 4 1,048 

공유지 11 130 0 40 6 1 78 0 0 1 0 0 4 994 

총계 27 239 8 72 14 2 123 2 2 4 2 2 8 2,041 

*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 1995, p.71-72. 

 
104 기자불명, “전대통령, 현장시찰 지시 서울대공원 위락시설 민간에 넘겨 건설 운영,” 『동아일보』, 1982. 

3. 8. 1면. 

105 박인재,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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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시비가 우려되어 불가 쪽으로 결론 내렸다. 106  그러나 도시공원 내 민간주차장 

사업자의 참여는 낮은 편이었다. 그 이유는 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낮은 주차요금 체계, 

10% 미만으로 제한된 부대시설 비율, 외곽 지역의 도시공원에 몰려 있는 입지 때문이었다. 

당시 동양 최대라고 자랑하였던 종묘주차장도 적자 상태여서 참여를 원하는 사업체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었다. 당산공원의 경우 서울시가 주차면 수를 293대에서 340대로 상향 

조정하였지만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속적으로 공고하였다. 1992년 서울시는 각 구별로 

22개의 어린이공원에 주차장을 건설하기로 하자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어린이공원 규모상 200대에서 250대 사이의 소규모로 민간업체들은 참여를 꺼렸다. 또한 

어린이공원 대부분이 주택가에 있어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특히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에 차가 드나들면 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섣불리 

추진하기 어려웠다.107108 

지방자치단체도 민간공원 사업을 장려하였다. 개발방식은 완전한 민간투자로 진행하기 

보다는 공공+민간투자와 같은 혼용 방식을 선호하였다. 광주광역시는 10년 동안 집행하지 

못한 우치공원(1.1㎢)을 혼용 방식으로 개발하였다. 대구광역시는 국공유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계로 시가 국공유지에 공원기반시설을 조성하였고, 토지소유자들이 

자가 토지에 체육, 휴양시설 등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성과에 비해 민간 참여로 추진된 

도시공원 사업 면적은 높지 않았다. 대구광역시가 4.5㎢로 가장 많았고 광주광역시의 경우 

우치공원이 해결되면서 1.9㎢,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는 1.0㎢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106 윤구현, “민간 주차장 투자대상 각광,” 『매일경제』, 1993. 10. 10. 9면. 
107 기자불명,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자 건설 차질,” 『한겨레』, 1992. 7. 19. 19면. 
108 1992년~1996년 서울시 도시공원 내 민자지하주차장 건설계획 

‘92. 7. ‘94. 2. ‘95. 3. ‘96. 10. 
1. 구의*(500) 

2. 연지*(230) 

3. 인현*(200) 

4. 청파*(450) 

5. 군자*(200) 

6. 장안 4*(200) 

7. 면목 6*(250) 

8. 성북*(400) 

9. 수유 1*(220) 

10. 중계 1*(300) 

11. 대조*(400) 

12. 장린*(220) 

13. 도화*(200) 

14. 신월 25*(300) 

15. 화곡 6*(400) 

16. 구로 5*(230) 

17. 영등포 6*(350) 

18. 대방 1*(250) 

19. 모래내*(200) 

20. 양재 10*(200) 

21. 영동 1(200) 

22. 잠실근린(420) 

23. 성내 4*(230) 

1. 구의*(500) 

2. 어린이대공원(500) 

3. 당산 1*(500) 

4. 장안 4*(200) 

5. 성북*(200) 

6. 신월 26*(200) 

7. 양재 10*(200) 

8. 화곡 16*(400) 

9. 문래근린(300) 

10. 개포 3근린(450) 

11. 잠실 7근린(420) 

12. 송포 9근린(600) 

1. 신설 1*(250) 

2. 장안(800) 

3. 장안평(800) 

4. 면목 6*(250) 

5. 성북*(400) 

6. 화곡 6*(400) 

7. 당산(300) 

8. 잠실(420) 

9. 송파(700) 

10. 삼전(600) 

11. 성내(800) 

12. 서초 1*(350) 

1. 손기정(180) 

2. 군자(200) 

3. 면목 3*(290) 

4. 창천(210) 

5. 당산(340) 

6. 문래(1,430) 

7. 동교 1*(310) 

8. 화곡*(380) 

9. 성내(810) 

10. 대청(340) 

11. 삼전(400) 

12. 잠실(400) 

* 자료: 서울시 언론 발표자료를 취합하여 필자 작성, ( )는 계획 주차대수, *는 어린이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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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7. 1986~1995년 광역시 별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개발 현황 

시명 95년 계획 95년 미집행 공원명 개발 연도 개발 면적(천㎡) 개발방식 
부산광역시 30,220 18,604 계  830.5  

   동래~해운대 ‘88~’93 337.1 공공투자 

   민락 ‘92~현재 102.0 민간투자 

   화지 ‘89~’94 391.3 민간투자 

대구광역시 45,993 26,369 계  4,535.8  

   두류 ‘85~현재 1,664.4 공공+민자 

   침산 ‘89~’93 291.0 공공+민간 

   감삼 ‘89 16.4 공공+민자 

   범어 ‘80~현재 1,126.9 공공+민자 

   효목 ‘92~현재 43.6 공공+민자 

   시민 ‘93~현재 198.2 공공+민자 

   이현 ‘93~현재 110.9 공공+민자 

   연암 ‘93~현재 342.4 공공+민자 

   논리 ‘93~현재 660.0 공공+민자 

   신암 ‘93~현재 81.6 공공+민자 

인천광역시 29,937 11,245 계  706.6  

   화도진 ‘88 20.6 공공투자 

   석바위 ‘88 47.0 공공투자 

   연수 1-10 ‘94 265.1 택지개발 

   만수 ‘88 12.5 택지개발 

   남동 1-4 ‘89 214.8 공단개발 

   남동 5-6 ‘92 20.2 공단개발 

   골말 ‘92 10.3 택지개발 

   초포 ‘92 20.5 택지개발 

   사근 ‘92 15.9 택지개발 

   갈산 2 ‘88 58.5 택지개발 

   백운 ‘89 20.7 공공투자 

광주광역시 13,587 9,950 계  1,984.1  

   사직 ‘92~’93 85.6 공공투자 

   산수 ‘95~현재 19.7 공공투자 

   천변 ‘87~’88 424.4 공공투자 

   우치 ‘87~’91 1,180 공공+민자 

   우산 ‘86~현재 133.1 공공+민자 

   월곡 ‘89~’91 22.4 택지개발 

   산정 ‘89~’91 43.8 택지개발 

   안청 ‘89~’91 74.9 공공+공단 

대전광역시 37,930 25,830 계  104.7  

   월평 ‘93 55.3 공공투자 

   용전 ‘95 2.1 민간투자 

   가양 ‘93~현재 47.1 공공투자 

*자료: 광주광역시, 『2011 년 광주 도시기본계획』, 1995. (인용: 오구균, 1995, p.510.) 
 건설교통부 업무자료, 1995. (인용: 국토개발연구원, 1995, p.46.) ‘95 년 계획공원과 미시설 공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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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재정 방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하였다. 2009년 12월 민간공원 특례를 신설하여 비공원시설도 

도시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의 절차에 따라 도시공원 해제의 최종 결정은 ‘비재정적 집행’ 가능성 여부에 

두었다. ‘비재정적 집행’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업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민간투자 사업과 도시∙군계획 사업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017년 현재 일몰제와 맞물려 민간공원 특례는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총 23개소 

도시공원을 특례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기대공원, 청사포공원, 명장공원, 중앙공원, 

동래사적공원, 어린이대공원, 함지골공원 등 부산 도심의 주요 공원 대부분이 포함되었다.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제안이 아파트 일색이라 부산시는 1차 사업 대상지 8개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이기대공원과 청사포공원 등 민간 제안서를 반려하였고 공공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하였다. 2차 공모로 미룬 명장공원, 중앙공원 등 7개소 도시공원은 민간의 개발 제안이 

잇따르고 있지만 적게는 300가구에서 많게는 3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사업이 

대부분이었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25개소 중 10개소를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기로 하였다. 1단계로 수랑, 봉산공원 등 4개소를 우선 개발하고 중앙, 중외공원 등 

6개소는 2단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개발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1단계 사업 추진 대상을 두고 시민 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전시는 월평공원을 민간공원 특례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도시공원위원회는 부지 확보와 비공원시설 설치 등 공공성이나 시민 편익 등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2017년 5월과 7월 두 차례나 관련 사업 심의를 보류시켰다. 

월평공원의 사업 추진을 두고 토지소유자, 일반 시민, 대전시의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여서 지난 5월 대선 기간 후보자들은 국가도시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하였다. 

 

2) 쟁점에 대한 법제도의 근거와 개선 방안 

○ 「조선시가지계획령」과 「(구)도시계획법」: 행정청 주도의 도시계획 사업 원칙 

과거 법령은 사업시행자를 지칭할 때 지금처럼 민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본래 일제시대부터 도시계획 사업은 행정청이 주도한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행정청 이외의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비행정청’ 또는 ‘비공원관리청’이라고 명칭 하였다.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은 제령 제3조와 4조에도 명시되었는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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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지계획사업의 일부를 집행할 수 있었고 “비용의 부담은 그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민간 참여를 원천 봉쇄하였기에 당시 ‘행정청이 아닌 자’라 함은 

조선주택영단 (대한주택공사 전신)과 같은 공공단체를 의미하였다.  

행정청과 공공단체 주도의 도시계획 사업추진 방식은 「(구)도시계획법」도 

동일하였다. 그러나 1966년 6월 제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2절 토지소유자의 시행’ 

관련 조항이 제정되면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로 확대되었다. 이후 1971년 

「도시계획법」은 제83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하였다. 즉, 도시계획 사업의 민간 참여는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일정 기간 후 

해당 시설이 공공에 귀속되도록 규제를 가하였다. 

 

○ 「공원법」: 토지소유자의 공원사업 추진 제도화 

근대 도시계획 법제도가 민간의 도시계획 사업 참여를 봉쇄한 동안 반대로 정부는 

공원 사업에 대하여 시행자로 민간을 포함시키고자 예외적인 제도를 구상하고 있었다. 

1959년 12월 「공원법(안)」은 국립공원과 지방공원 외에도 ‘사립공원’을 공원의 종류로 

정하여 사인의 경승지(유원지)를 대상으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비관리자의 사업집행’ 조항은 “공공단체 또는 사인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 참여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도시계획 법제도의 원칙에 비추어 민간공원은 추진 될 수 없었고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1967년「공원법」이 제정되어서야 공원 사업에 민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의 확대 추진 

① 본래 「도시공원법」은 「공원법」에 비해 민간의 도시공원 사업 참여하기에 

제한적 이었다. 우선 구 「공원법」상 공원시설의 종류는 숙박시설, 케이블카,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 등 관광 목적의 다수 수익 시설들이 포진되었지만 「도시공원법」상 

공원시설의 종류는 정적 시설로 구성되어 있었다. 동시에 「도시공원법」은 「공원법」이 

부재하였던 공원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여 시설의 면적, 높이, 설치 가능한 공원 등을 

상세하게 규제하였다. 즉, 초기의 「도시공원법」은 공원시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민간투자 사업자의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1984년 9월 경제장관협의회에서는 ‘건전여가생활의 활성화 대책’을 의결하며 민간 

자본을 유치한 근린공원 개발을 논의하였다. 도시공원 내 도서관 음악감상실,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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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신축될 수 있도록 경제장관협의회는 건폐율을 현행 2%에서 최고 10%로 올리고 개방 

시간도 오후 6시에서 11시까지 유료 입장이 가능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109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공원시설의 종류를 다양화 하였고 도시공원 내 건축물 

규모를 키우는 방법으로 공원시설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에 개정한 

시행규칙에 신설된 공원시설은 골프연습장, 승마장, 사진관, 기원 등으로 민간이 도시공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익 시설로 확대되었다. 이후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은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공원시설의 종류는 66종(‘80년)에서 101종(‘05년)까지 증가하였다. 110 

특히 1993년 체육공원이 신설되면서 운동시설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② 공원시설의 수익성 외에도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저조한 다른 이유는 

토지소유자가 자기 자본과 노력으로 공원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 제83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항에 따라 그 시설이 15~20년 후 해당 

공원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기 때문이었다. 1980년부터 10년 동안 1960·70년대 설치한 

민간공원시설의 사용 기간이 만료 예정이었다.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간 무상귀속에 대한 

갈등이 일어났다. 실례로 파고다공원 내 아케이드는 1967년에 설치되었고 1982년에 

15년간의 운영 기한이 만료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아케이드를 철거하여 공원의 원형을 

복원하고자 입주 상인과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240여 점포주들은 반발하였다. 점포주들은 

법원에 건물관리권한확인 소송을 청구하였지만 재판부는 상인들의 점포사용 권리가 

없다고 판결하였다.111  1960∙70년대 대표적인 민자유치 시설이었던 수영장도 사용 기한이 

만료되자 민간투자 사업자와 시는 대립하였다. 1968년에 설치된 사직공원 수영장과 

1972년에 설치된 전주시 한 공원 내 수영장의 사용 만료기한은 각각 1986년 1992년 

이었다. 서울시는 수영장을 철거하여 단군성전 부근을 미화 할 계획이었으나 민간투자 

사업자는 운영 기간 중 입장 요금과 객수를 서울시가 제한하여 적자 경영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수영장 철거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청구하였다. 

전주시는 재정 수입을 높이기 위해 수영장 사용 기한이 만료된 사업자를 교체하려고 하자 

                                                 
109 기자불명, “그린벨트 골프장 휴양시설 설치는 보류, 대도시 레저시설 대폭확충,” 『동아일보』, 1984. 9. 

18. 
110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 종수의 변화 (도시공원법시행규칙 제 2조 및 별표 1) 

시설 ‘80.10 ‘82.4 ‘86.1 ‘87.7 ‘90.9 ‘93.12 ‘99.4 ‘00.8 ‘03.12 
조경 9 9 9 9 9 6 6 6 6 

휴양 3 5 5 5 5 6 4 4 4 

유희 11 11 9 11 11 11 9 9 9 

운동 10 10 7 9 16 22 39 39 39 

교향 10 12 10 12 12 13 13 15 15 

편익 10 10 10 12 12 12 12 16 17 

관리 13 13 9 9 9 9 9 9 9 

기타       2 2 2 

계 66 70 59 67 74 79 94 100 101 

 
111 이병서, “파고다아케이드 권리권 넘어가, 일심서 서울시에 승소판결,” 『동아일보』, 1980. 7. 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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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법원 심판을 청구하였다.112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도시공원 사업의 미자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는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민간사업자의 재산권 구제의 필요성을 인지하였다. 이에 1993년 8월 

법률 개정으로 제6조(공원관리청이 아닌 장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에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2조제2항(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신설되어 민간공원 및 민간공원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영구 보장되었다. 이 

조항은 「도시계획법」에 대한 첫 예외 조치로 도시공원 법제도의 자주성을 확보한 첫 

사례가 되었다. 민간 공원시설에 대한 영구 재산권은 「도시공원법」 외의 법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4년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등의 민자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여 동년 8월 3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하 민자유치법, 

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국가와 지방 귀속을 

원칙으로 하는 기본시설만을 대상으로 명시한 법이지만 법률의 시행령은 

제16조(사회간접자본시설의 귀속 등)에 따라 제2종시설(도시공원 포함) 중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에 따라 영구소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민간기업의 도시공원 사업 참여 

그 동안 민간공원사업 방식은 토지소유자가 시행하였다. 그러나 개인에 의한 

사업시행은 자금 조달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였다. 2000년 1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주체로 민간기업을 포함시켰다. 이에 근거하여 민간의 

도시공원 사업자는 자동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로 구성한 조합 외에도 

민간기업으로 확대 되었다. 2009년 12월에 개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도시공원 민간투자 사업자를 지칭하였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를 ‘민간공원추진자’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2009년 12월에 신설된 이 특례는 민간공원추진이 미진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자들에게 최대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였다. 일몰제를 앞둔 상황에서 

정부는 법정 공원시설만 고집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내에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12 헌법재판소 1991. 11. 25. 90헌마 23,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 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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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특례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 전체 면적의 80%를 

기부채납하면 부지 면적의 20%는 주거 및 상업지역 개발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113  ②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에 의거 민간공원추진자는 

공원 내 부대사업도 가능하였다. ③ 사업추진의 제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통해 진행 하고, ④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비공원시설사업 

부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하였다.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를 

개정하여 민간공원추진자의 자격을 강화하였다. 민간공원추진자의 사업자의 부도와 

토지수용권 과잉 행사가 우려되어 사업추진자는 사업비(토지매입비와 공사비)의 4/5를 

현금 예치하도록 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의원입법이 이루어졌다. 즉, 본 

조문의 개정 의도는 국토개발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민자사업자의 자격과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본 특례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업자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2013년 민간공원 사업 검토 단계까지 이르렀던 수원시 영흥공원, 의정부시 직동 및 

추동공원, 원주시 중앙공원이 돌연 사업 추진을 취소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번복으로 민간공원특례 시행 5년이 지나도록 사업추진자는 

나타나지 않자, 2014년 5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보도하였다. 변경된 내용은 공원 조성과 수익 사업의 동시 시행이 허용되었고 

행정 절차와 제안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민간투자사업자를 공모하는 기존 방식에서 

바꿔 사업자가 직접 대상 공원을 선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재원 부담과 

소요 기간을 줄이고자 하였다. 114  동년 6월 23일에는 김○○ 외 10명의 국회의원은 

현금예치율, 사업공원 규모, 기부채납 비율 기준들을 대폭 완화하였고 비공원시설 부지 

비율을 30%까지 늘리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하였다.115 관련 법률 

정비를 예고한 결과 동년 10월 29일 의정부시가 먼저 입장을 바꿔 직동 및 추동민간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발표하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113  법에 명시된 기부채납 면적은 70%이지만 비공원시설 개발면적이 20%인 관계로 사실상 80% 

기부채납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14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민간 공원 개발, “수익 높이고 절차 간소화” 추진: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공고』 (보도자료), 2014. 5. 28.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민자 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추진: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시행』 

(보도자료), 2014. 6. 27. 
115 대한민국 국회, 『제 330회(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1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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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8. 민간공원특례의 내용 변화 

구분 2009. 12. 20 (신설) 2015. 1. 20. (개정) 

조건 사실상 공원 면적의 80% 기부채납, 10 만

㎡ 이상 

공원면적의 70% 기부채납, 5만㎡ 이상 

설치 부지 면적의 20% 이하 주거 및 상업지역 

허가 

최대 부지면적의 30%까지 주거 및 상업지

역 허용 가능, 부대사업 시행 가능 

시행 

요건 

현금예치율 사업비 4/5 및 일정 비율 토지

소유자 동의 [2012.12.18. 법개정] 

현금예치율 부지매입비 4/5 및 일정 비율 

토지소유자 동의 

지원 「민간투자법」에 의거 부대사업 시행 가능,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협약 기부채납 시기, 비공원시설의 종류∙규모∙위치, 공동시행 방법 

절차  

[사전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제안 검토]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제안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업 추진] 

협약 체결, 시행자 지정 

↓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소요기간: 2 년 이상] 

 

 

 

 

 

[제안 검토]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사업추진] 

협약 체결, 시행자 지정 

 

 

 

 

 

[소요기간: 1 년] 

공원 건축물 분양 전 조성된 공원 기부채납 공원조성과 수익 사업 동시 시행 

서류 감정평가서, 기본설계도 약식 서류인 기본구상도 

제안 지자체 대상 공원 선정 후 사업자 공모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하여 사업을 제안 

 

3) 쟁점의 원인과 법제도의 한계 

도시공원 법제도 개선의 상당부분은 민간공원사업 활성화에 있었다. 정부는 1959년 

「공원법(안)」부터 민간의 공원사업에 관하여 입법을 추진 하였지만 당시의 공공개발을 

원칙에 따라 입법이 미루어 졌다.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과 1967년 「공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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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으로 토지소유자의 공원사업 참여가 가능하였고 공공과 민간의 혼합개발방식이 

주도하였다. 1980년 이후 도시공원 정책 발전으로 토지소유자의 단독 사업, 개발자 

공원사업 의무화 등 민간의 사업 참여의 폭을 넓혔다. 1993년부터 「도시공원법」은 

민간의 공원과 그 시설이 공공에 귀속되지 않도록 「도시계획법」 예외 조문을 

신설하였고 이후 「민자유치법(‘94년 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말 정부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토지소유자 중심의 사업 추진에 한계성을 인지하였고 2000년 

「도시개발법」을 제정하여 민간기업도 도시계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일반적인 법령으로부터 예외 할 수 있는 민간공원특례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도시공원 법제도 변천 과정에서 볼 때 민간 참여에 관한 제도 수립은 

도시공원이 도시계획 법제도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토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67년부터 시작한 도시공원 법제도와 함께 시작한 50년 동안 민간의 도시공원 사업 

추진은 우리 도시공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였다. 민간의 도시공원 사업 추진 방식은 

관주도형의 권위적 개발보다 사익과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활로를 제공하기에 그 

가치를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 도시공원을 운영하면서 민간의 도시공원 

사업 참여의 부작용도 있었다. 그 원인은 지방자치단체가 비재정방식의 도시공원 사업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나친 수익성 확보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호텔, 수영장, 

골프연습장, 테니스장, 지하주차장 등 수익 시설이 장소성과 환경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합법적으로 도시공원을 잠식하였고 도서관, 문화시설과 같은 공공성 사업이 위축되었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이익집단과 결탁한 특혜 시비 의혹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공원 사업은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소할 만큼 활성하지 못하였다. 

1990년 이후 도시공원 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 차례 법률과 명령을 

개정하여 사업 추진 여건을 높였지만 참여는 늘 저조하였다. 급기야 2009년 12월부터는 

공원 내에 민간기업이 아파트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의견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도시공원에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충돌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민간공원사업에 대하여 재고가 필요하다. 민간공원사업 추진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의 해소 차원에서 재산권을 제한 받고 있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 차원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다 보니 제도 개선 방향이 그들 입장에 편중된 관계로 

사익의 과대 보호 논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즉, 도시공원은 공공재 또는 

공유재라는 개념적 측면에서 볼 때 민간공원사업은 공∙사익에 관한 사회적 시각 차에 의한 

갈등 유발의 소지가 높고 균형보다는 한쪽의 편승에 기울어질 수 밖에 없는 우려와 

논쟁이 잠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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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19. 도시공원의 민간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의 변화 

시대∙사건 도시계획 정책∙제도 도시공원 정책∙제도 

 

 

 

 

 

‘67 공공+민자 혼용방식 추진 

 

 

 

 

‘82 서울대공원 민투공모 

‘82 민자시설 공공귀속 갈등 

‘83 첫 민간공원(봉은사공원) 

‘84 건전여가생활의 활성화 대책 

 

 

‘91 사직공원 민자시설 헌법소원 

‘93 규제완화 조치 

 

 

 

 

 

 

 

‘10 영흥공원 직동∙추동공원 내 

아파트 건설사업 추진 

 

‘12 의정부 등 특례사업 철회 

 

‘15 의정부 등 특례사업 재게 

‘34 「조선시가지계획령」 

‘62 「도시계획법」 

>공영개발 및 공공기관개발 

 

‘6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소유자의 사업시행 

 

‘71 「도시계획법」 

>민간투자사업 시설 등 공공귀속 

 

 

 

 

 

 

 

 

 

‘94 「민자유치법」 

>2 종시설(도시공원시설) 영구소

유 

 

‘00 「도시개발법」 

>민간기업의 사업참여 

 

 

‘59 「공원법(안)」 

>사립공원 신설 

>공공기관 및 사인의 사업 추진 

 

 

‘67 「공원법」 

>비공원관리청의 사업집행 

 

 

‘80 「도시공원법」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

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86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시설기준 조정(시설증가, 건폐율 

상향) 

 

‘93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및 시설에 대하여 공공

귀속 예외 조치 신설 

 

 

 

‘09 「공원녹지법」 

>민간공원 특례 신설 

>비공원시설 설치 가능 

 

 

‘14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

한 지침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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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3-1. 도시공원의 환경 훼손 

 

1) 시대별 도시공원 현안 및 사건 

○ 「공원법」 기간 

불도저라는 별명처럼 서울시 김형옥 서울시장의 도시공원 사업 방식은 공원이 처해 

있는 환경성과 장소성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파고다공원은 우리나라에서 ‘공원’이란 

명칭을 사용한 최초의 공원이자 3.1운동의 성지로 이 공원의 잠식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이었다. 1967년 김현옥 시장은 면적 360평, 길이 18m, 2층 규모의 아케이드 상가를 

파고다공원 담장을 따라 건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논란이 가중되자 건설부는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1967년 7월 7일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건설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자 언론은 서울시가 불법 행위를 자초한다고 비판하였다. 116  상가 

조합은 아케이드 건축 공사비 1억7천만원 전액 부담하였고 15년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와 계약하였다. 117  단, 서울시는 파고다공원 조성 비용 2천만원만 부담하였다. 이 

사건을 두고 윤정섭은 공공투자에 따라 도시계획 사업에 대한 이론적 해명이 가능하지만 

이와 같은 공공투자의 불모성은 도시계획 이론의 불모성과 상통한다고 비판하였다.118  

1950년대 이후 서울시는 남산개발계획을 발표였고 민자개발사업자를 공모하였다. 

1959년 8월 ‘한국색도 주식회사’가 사업비 8,000만환으로 시행한 케이블카 사업이 

선정되어 1962년 5월부터 운영하였다. 119  동년에는 한국 전쟁 참전 17개국을 기념하는 

‘자유센터’가 착공하였고, 1966년 7월 관광공사는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하였다. 1968년 

11월 남산 회현동 일대의 레크레이션센터 건립은 「건축법」 위반과 특정업자 선정으로 

문제가 되었다. 이 사업은 5,500평 임야에 호텔, 골프장, 오락시설, 터키탕 등 연건평 

8,700평 전체 6층의 ‘맘모스 건축’이었다. 이 자리는 서울시 산업국이 

‘남산종합개발계획’을 위해 공원시설지로 지정한 곳으로 무허가 주택 120동이 철거된 

상태였다. 그러나 중구청은 서울시의 사전허가도 받지 않은 채 건축 기공식을 열었고 

서울시 산업국은 “남산공원에 숙박시설을 절대 마련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116 기자불명, “파고다 아케이드 불법,” 『경향신문』, 1966. 7. 7, 3 면. 
117 파고다공원 아케이드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178 명의 점보임대인이 모은 민자공사비 1 억 7 천만원 중 

1 억 4 천만원을 그들 대표 이유영이 횡령하여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일로 파행은 거듭되었고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개점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시와 대표 간의 의혹을 키웠다.  

이병서, “파고다아케이드 관리권 넘어가, 일심서 서울시에 승소판결,” 『동아일보』, 1980. 7. 9. 7면 
118 윤정섭, “서울시도시계획과 녹지와 고적 불도저의 발상,” 『동아일보』, 1967. 9. 12, 5면.(칼럼/논단) 
119 기자불명, “서울에 케블카 가설,” 『동아일보』, 1959. 8. 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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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이 기공을 했더라도 정지 작업만 하게 하고 호텔 등 건물은 짓지 못하도록 

막겠다”고 밝혔다.120 당시 서울시는 중구청 주도의 레크레이션센터 기공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지만, 건축 골조까지 이미 올라간 상태였다. 결국 그 자리에 시민아파트 (1970. 5. 

준공)가 들어섰다.121 

 

 

 ▲1968 년 파고다공원 아케이드 

 

 ▲1983 년 파고다공원 복원 

그림 Ⅳ- 5. 파고다공원 아케이드와 복원 

  

                                                 
120 기자불명, “특정인에 오락시설 허가,” 『동아일보』, 1968. 11. 9, 8면. 
121  서울특별시, 『남산공원 레크레이션 건립 관계철』, 1969. (내부문서, 영구), 박인재,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53. 각주 12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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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법」 기간 

「도시공원법」 제정과 동시에 서울시는 과거 개발 중심의 시 정책으로 훼손된 

공원들을 복구하고자 하였다. 파고다공원 아케이드와 사직공원 수영장의 사용 기한 

마감은 각각 1982년과 1986년으로 서울시는 이 시설들을 철거하여 도시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하였다. 1984년부터 남산 복원도 시작하였다. 서울시는 타워호텔, 

신라호텔, 동국대 등은 1950~1970년대 편법으로 공원 용지를 할애 받아 건축한 점유 

시설들을 이전시킨 후 용지를 남산공원으로 다시 편입시킬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 1990년 8월 서울시는 다시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남산 내 

공원 부적격 시설을 199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전 또는 철거하기로 방침을 정하였다. 이 

계획은 건축물의 증·개축이 허용되지 않은 「도시공원법」을 근거로 남산 내 건물의 

연한이 다하면 건축 용지를 공원 용도로 전환시키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정책도 

불발로 끝나 특혜 시비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다시 국악고교, 외인아파트, 단독주택단지, 

남산맨션아파트, 미군통신대, 미군종교휴양소 등을 이전 또는 철거 계획에 포함시켰다. 이 

방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난제들이 있었다. 외인아파트는 외국인들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임대 받은 것으로 서울시는 목동에 그들의 주거지를 대체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외인아파트에 거주하는 45개국 외국인 427가구 대부분이 남산 주변 

주한외국공관과 국방부에서 근무하였고 건축주인 대한주택공사가 2천억원이 넘는 

보상비를 실물 보상이 아닌 현금 보상에 대하여 요구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1980년대 도시공원 복원 사업은 시민들에게 도시의 환경적 가치와 기대를 고무시켰던 

반면 1990년대 근린공원 내 민간공원시설 설치는 주민의 민원 대상이었다. 그중 주민의 

반감을 산 대표적인 시설은 골프연습장이었다. 1983년 건설부는 심각하게 훼손되어가는 

개발제한구역의 현실적 대책으로 휴식과 체육활동 목적의 공원 계획을 구상하였고 

골프연습장 설치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경제장관협의회는 

‘건전여가생활의 활성화 대책’에서 골프연습장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었다. 122  1985년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가 철회되면서 골프연습장을 공원시설에 포함하자는 

안건이 결정하였고 정부는 1987년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골프연습장을 

공원시설로 포함시켰다. 이후 1998년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 일제 현황 조사를 시행한 

결과 골프연습장의 계획 또는 설치된 도시공원은 전국 51개소였고 그 시설 수는 

62개소까지 이르렀다.123 골프연습장은 눈에 거슬림, 타격 소음, 빛 공해 등으로 생활 환경 

문제를 발생시켜 주민들의 민원을 제기가 높았다. 또한 「도시공원 시행규칙」은 

골프연습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서울 초안산근린공원, 마산 필용자연공원, 

                                                 
122 기자불명, “그린벨트내의 휴식공원,” 『경향신문』, 1983. 6. 2. 3면. (사설) 

 기자불명, “그린벨트 골프장 휴양시설지는 보류, 대도시 레저시설 대폭확충,” 『동아일보』, 1984. 9. 18. 

1면.  
123 주택도시국 도시관리과,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199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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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상공원 등은 1개의 공원에 최대 5개의 골프연습장이 설치될 계획이었다.  

 

표 Ⅳ- 20. 1971~1997년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현황 

구분(년도) 공원명 공원 결정일 설치일 설치 계획 

‘87 년 7 월 이전 

 

1. 서울 장충동 남산자연 

2. 서울 정능동 북한산자연 

40. 3. 12 

71. 7. 21 

71. 8. 12 

71. 7. 21 

 

 

‘87 년 7 월. 

~ 

‘93 년 8 월 

 

1. 서울 망우동 용마자연 

2. 서울 용산동 동빙고근린 

3. 서울 번동 오동근린 

4. 서울 상일동 명일근린 

5. 서울 염창동 염창근린 

6. 서울 홍은동 백련근린 

7. 서울 답십리 답십리근린 

8. 부산 초읍동 어린이대(근린) 

9. 대구 대명동 앞산자연 

10. 대구 성당동 두류근린 

11. 대구 범어동 시민근린 

12. 대구 본리동 본리근린 

13. 대구 침산동 침산근린 

14. 인천 학익·선학동 문학자연 

15. 광주 우산동 우산근린 

16. 광주 운암동 중외근린 

17. 광주 송촌동 송정근린 

18. 광주 신앙동 신용근린 

19. 울산 선암동 선암자연 

20. 성남 백현동 신촌근린 

21. 성남 이매동 서현근린 

22. 안산 성포동 노적본자연 

23. 충주 호암 자연공원 

24. 전주 동서학동 산성자연 

25. 전주 인후우아동 인후근린 

26. 익산 북일동 소라근린 

27. 익산 마동 수도산근린 

28. 울산 신정동 선암자연 

29. 울산 신정동 남산근린 

30. 울산 장생포 장생포근린 

31. 마산 학성동 필용자연 

32. (상동) 

33. 서귀포 강정동 중앙근린 

58. 2. 15 

77. 7. 9 

77. 7. 9 

71. 8. 6 

77. 7. 9 

66. 2. 5 

77. 7. 9 

78. 9. 21 

65. 2. 2 

65. 2. 2 

69. 10. 4 

65. 2. 2 

65. 2. 2 

66. 8. 31 

75. 2. 18 

75. 2. 18 

75. 2. 18 

75. 2. 18 

62. 5. 14 

72. 11. 3 

72. 11. 3 

85. 9. 11 

68. 8. 10 

66. 2. 10 

70. 4. 14 

86. 7. 4 

86. 7. 4 

86. 8. 19 

76. 3. 27 

86. 8. 19 

64. 8. 6 

(상동) 

86. 5. 15 

91. 12. 13 

88. 4. 4 

89. 3. 18 

90. 4. 12 

90. 7. 18 

92. 9. 15 

92. 7. 15 

88. 7. 1 

91. 9. 3 

91. 6. 5 

87. 12. 9 

91. 12. 11 

91. 6. 5 

89. 11. 1 

92. 2. 18 

92. 12. 28 

89. 12. 4 

89. 12. 30 

91. 3. 

 

 

 

90. 3. 27 

 

 

92. 3. 9 

 

91. 10. 29 

 

 

92. 9. 7 

 

 

 

 

 

 

 

 

 

 

 

 

 

 

 

 

 

 

 

 

(93. 4. 27) 

(92. 10. 7) 

(91. 5. 27) 

 

(91. 5. 11) 

(90. 3. 27) 

 

(89. 10. 11) 

 

(90. 12. 13) 

(90. 6. 1) 

 

(93. 5. 29) 

(89. 12. 23)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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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년도) 공원명 공원 결정일 설치일 설치 계획 

‘93 년 8 월 이후 

 

1. 서울 창동 초안산근린 

2. (상동) 

3. (상동) 

4. (상동) 

5. (상동) 월계동 

6. 울산 화정동 방어진자연 

7. 안양 호계 2 동 호계근린 

8. 원주 단계동 일산근린 

9. 익산 모현동 배산근린 

10. 구미 구평동 자연공원 

11. 영주 조암동 근린공원 

12. 경산 진량면 근린공원 

13. 창원 상복동 남지자연 

14. 울산 전하동 방어진자연 

15. 창원 두대동 대상근린 

16. (상동) 

17. (상동) 

18. (상동) 외동 

19. 창원 사파정 가음정근린 

71. 8. 6 

(상동) 

(상동) 

(상동) 

(상동) 

70. 3. 30 

97. 1. 29 

74. 11. 26 

88. 8. 31 

91. 8. 12 

86. 10. 23 

77. 4. 28 

79. 7. 18 

87. 4. 30 

85. 11. 23 

- 

- 

- 

83. 7. 6 

94. 2. 19 

 

97. 4. 15 

 

97. 4. 11 

98. 2. 10 

 

 

 

 

 

95. 11. 13 

 

 

96. 3. 29 

 

 

97. 1. 13 

 

 

설치 중 

설치 중 

설치 중 

설치 중 

설치 중 

설치 

(94. 6. 15) 

(96. 4. 25) 

(94. 1. 19) 

(95. 5. 24) 

설치중 

(95. 11. 18) 

(95. 12. 28) 

설치 

(95. 10. 24) 

(95. 10. 24) 

설치중 

(95. 10. 24) 

미설치 1. 대전 사정동 보문산자연 

2. (상동)  

3. (상동) 호동 

4. 대전 상서동 신탄진자연 

5. 대전 월평동 월평근린 

65. 10. 13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자료: 건설교통부 도시관리과,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1999. 3. 25. 

 

표 Ⅳ- 21.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관련 주요 사건 개요 

1994 년  

서울 청담공원 

1988 년 공원 부지 일부가 매각되어 정 O 순의 소유가 되었다. 1989 년 정씨는 

토지 일부를 강남구에 이전하고 다른 사유지들을 매입하여 공원 전체 면적 

59,347 ㎡ 중 11.8%에 해당하는 골프연습장 설치 토지분을 완전 소유하였다. 

1990 년 청담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1992 년에는 골프연습장을 추

가로 변경고시를 하였다. 1993 년 정씨는 강남구청장에게 실시설계인가신청을 하

였고, 이를 공람한 지역주민들은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다. 1993 년 

12 월 설치 반대를 위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주민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정씨는 곧 서울시로부터 사업인가를 받

았고, 1994 년 건축허가를 받았다.   

주민은 헌법재판소까지 법률상 받을 수 있는 모든 심판을 청구하였다. 각 재판 

내용은 전국민에게 알려졌고 공원이 훼손되는 장면이 언론을 통해 전파되었다. 

첫 소송만 260 여명 이었고, 대법원 상고까지 178 명이 참여하여 공원 훼손에 

대한 이웃의 집단성과 연대성을 보여주었다. 사건의 대중적 관심사가 놓아 대부

분의 판결이 판례와 결정문으로 남겨 훗날 환경권 관련 법심판의 근거가 되었다. 

<다음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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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페이지> 

1997 년 

성남 서현공원 

1997 년 성남시와 지역 주민은 분당 서현근린공원내 골프연습장 설치로 산림 훼

손의 심각성에 공감하였다. 성남시는 이 설치를 승인한 경기도와 헌법재판소에서 

시비를 가렸고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을 상대로 승소하였다.124 결국 공원내 골프연

습장 설치는 철회되어 민관협동으로 빗어낸 값진 승리를 이끌어 냈다. 그러나 골

프연습장 철회의 대가는 컸다. 2012 년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을 건설하려

던 토지소유주는 성남시의 불허 방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150 억원의 

받게 되었다.  

1998 년 

서울 초안산공원 

1998 년 서울시 도봉구 초안산에는 골프연습장 5 개를 동시 허가한 사례가 있었

다. 이 공원은 부지 면적이 1,615,546 ㎡으로 종합운동장, 실내수영장, 스포츠센

터, 도서관 등을 갖춘 대형 건축시설을 이미 갖춘 도시공원이다. 골프연습장 5 개

소는 창동과 월계동에 걸쳐 19,529 ㎡의 면적을 차지하였다.125 그중 골프연습장 

4 개가 들어설 창동 일대의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저지하였다. 1,260 여명의 주민

은 각종 반대 민원, 집회, 소송 등으로 저항하였다. 강력한 민원 요구로 도봉구는 

골프연습장 설치 신청을 반려 하였으나, 서울시 행정심판과 감사원 감사에서 패

소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공사 금지를 법원에 청구하였지만 모두 기각되었다. 이

후 ‘녹색연합’ 등 시민 단체와 연대하였고 9 월 13 일 MBC 9 시 뉴스로 보도 

되었다. 9 월 29 일 대규모 집회가 거행되었고 ‘초안산 근린공원 자연환경 보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급기야 12 월 20 일 서울시 의회는 38 억원의 골프

연습장 부지 매입에 관한 예산을 승인하였고 지역 주민들은 안도하였다.126 그럼

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공사를 강행하였고 10 년 가까운 어려운 싸움이 계속 진

행하였다. 2008 년에서야 토지보상비 150 억을 지원하면서 생태공원으로 바꿀 수 

있어 주민의 힘으로 골프연습장 설치를 막아낸 첫 사례가 되었다. 

이 사건으로 정부는 설치기준이 없던 골프연습장 법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도시공원 면적 5% 미만 설치와 ‘1 개소 도시공원 1 개소 골프연습장 설치’ 원

칙을 「도시공원법 시행규칙(1999. 4. 22. 개정)」에 신설하였다. 

1999 년  

서울 

관악산자연공원 

관악산도시자연공원 낙성대지구 안 41,647 ㎡ 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토지주는 사업자 지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는 1965 년에 74,008 ㎡를 소유하였

고 1968. 11. 15. 공원 용지로 묶이는 바람에 종합토지세는 지속적으로 납부하

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였다.  

1993 년 법개정으로 1997. 12.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낙성대지구 조성

계획변경결정을 요청하였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조건부 가결하였다. 1999. 

3. ‘서울시 고시 제 1999-69 호’로 변경결정을 득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

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당시 사업부지 인근에 ‘낙성대 골프연습장(현 덕수공

원)’이 준공단계여서 ‘1 개소 도시공원 1 개소 골프연습장 설치’ 원칙에 위배

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업주는 관악구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시행규칙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초안산 근린공원(면적 160 만㎡)은 5 개소나 

설치를 허가하면서 그보다 넓은 관악산 도시자연공원(면적 1,200 만㎡)에 제한

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둘째, 1999. 4. 22. 시행규칙 개정 시 

입법 예고가 없어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 셋째, 이 

사업을 위해 사업자는 오랜 시간 노력과 자금이 투자하여 조성계획이 결정된 만

큼 구제가 필요하다.  

 

  

                                                 
124 헌법재판소 1999. 7. 22.  98헌라 4 전원재판부 
125 대한민국정부, “도시계획시설(초안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결정조서,” 『관보』 제 14244호, 1999. 7. 2. 
126 김양순, “초안산 살리기,”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 3, 2000, 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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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기간 

현재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적 쟁점은 민간공원특례에 집중하고 있다. 특례를 통한 

민간공원 개발은 개인주택단지, 아울렛 등도 검토되었지만 대부분 아파트건설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이미 분양이 완료된 의정부의 직동근린공원과 추동근린공원은 

각각 27층 1,850세대, 29층 1,773세대 규모로 건설 중에 있다. 수원 영흥공원은 1,900세대, 

대전 월평공원은 3,024세대, 원주 중앙공원은 2,790세대 등이 예정되어 있다(2017년 초 

기준).  

대전 월평공원(갈마지구)의 민간추진에 대하여 지역 시민단체는 “공원 조성을 빙자한 

아파트건설 사업에 불과하다”며 조직적으로 저항하였다. 현행 운영되고 있는 특례 운영이 

‘공모 방식’에서 사업자 ‘제안 방식’으로 바뀌어 독과점 특혜시비까지 일어났다. 2017년 

6월 해당 도시공원위원회는 ‘재심의’ 결정을 내려 사업 추진을 잠시 늦추었다. 127  순천시 

삼산공원과 봉화산공원, 기장군 봉대산공원, 충주 호암공원 등은 민간공원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거나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 여기에 사업을 

추진하려는 행정청과 그것을 막으려는 지방의회의 정치적 갈등이 더하고 있다. 또한 

원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시행자의 지나친 토지수용 압박과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 

시비는 도시공원에 대한 지역 내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민간공원특례 지침 

연구 책임자였던 윤은주 128는 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수행능력평가, 

적정 사업비 추정, 공원조성계획 내용 관리 등 제도 전반에 관한 경험 미숙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2) 쟁점에 대한 법제도의 근거와 개선 방안 

○ 「공원법」: 공원시설 규정의 추상성과 설치기준의 부재 

「공원법」의 가치는 근대 이후 부재하였던 공원시설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공원의 사후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다. 초기의 공원시설기준은 「건축법」과 「공원법」에서 동시에 

규정하였다. 먼저 1963년 「건축법 시행령」이 “공원 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을 규정하였고 

1967년 「공원법 시행령」이 공원의 목적에 효용하는 시설을 추가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공원법」 제정과 동시에 도시공원에 설치된 시설은 수익성을 고려한 대형 건축이 주가 

되어 사실상 법적 실효성을 체감할 수 없었다. 도시공원 내 대형 건축 설치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첫째, 「공원법 시행령」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도시공원과 구분없이 모든 

공원시설을 통합하여 규정하였다. 시설규정에는 “관광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하다는 

                                                 
127  대전시는 현재 월평공원(갈마지구) 이외에도 월평공원(정림지구), 용전근린공원, 매봉산근린공원, 

문화문화공원 등 4곳이 더 민자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128 윤은주, “민간 참여를 통한 공원조성의 공∙사익에 관한 문제점 고찰,”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2016. 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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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또한 “숙박시설” 등도 포함하고 있어 도시공원도 자연공원에 필요한 관광 목적의 

대형시설을 설치할 수 있었다. 둘째, 「공원법 시행령」은 공원시설 종류만 나열하고 

구체적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공원법」 제정 당시 급선무는 공원을 

침범하는 민간 건축물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셋째, 당시의 행정수장들은 이 법 

규정을 지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같다. 김현옥 시장의 경우 행정재량으로 

판단하여 공원계획에 상가시설, 레크레이션센터, 빠징꼬, 오락시설,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 「도시공원법」: 사회적 갈등 요소로서 도시공원 시설기준 

「도시공원법」은 구체화하지 않았던 구법의 폐단을 개선하였다. 「도시공원법」 

입법사유를 보면 1970년대 도시공원의 문제를 “녹지와 공간의 잠식 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도시주민에 대한 생활 환경의 변화는 물론 도시 환경의 저해 요인” 129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법」은 공원시설 종류를 규정하는 것 이외에도 도시공원 

내 건축물의 건폐율,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공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서울시가 파고다공원, 남산공원 등을 복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이었다. 그러나 골프연습장 사례처럼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공익적 성격이 약화되어 사회 문제로 확대되었다. 도시공원 

시설기준의 미비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은 1994년 청담공원 골프연습장 사건이었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환경영향조사』를 

의뢰하였다. 이 보고서는 청담공원이 강남에 얼마 남지 않은 자연녹지 공간으로 

골프연습장 설치로 환경 훼손이 클 수 밖에 없으며, 소음교통 문제 이외에도 지하수 및 

약수터 오염으로 주민의 이용 환경을 저해할 것으로 보았다. 경관부분에서 도시공원은 

민주성과 개방성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사업은 특정 계층의 배타적 이용을 전제로 하고 

있어 주민의 자유로운 이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130  그러나 보고서 

결론과 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최초 심판에서 주민은 공원의 자연환경 파괴는 ‘쾌적한 

생활할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였지만 1심 법원은 환경보호 측면만으로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주민을 

이해관계인으로서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고 공원이용권을 배타적 권리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확정하였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이 「도시공원법」의 목적과 

상이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 근거하여 골프연습장 설치를 

                                                 
129 건설부, 『도시공원법 제정에 따른 의견조회』, (도시 442.2-1618), 1979. 7. 6. 
130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청담공원 골프연습장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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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한 것이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131  

이 사건은 도시공원의 목적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참정(參政)과 도시공원 

시설 설치기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사례이다. 동시에 도시공원에 대한 주민의 

법적인 영향 범위와 위치를 알 수 있었다. 이 심판으로 공원시설 설치기준에 따라 

도시공원의 환경 변화에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림 Ⅳ- 6. 청담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공사 <출처: 매일경제 1994. 8. 27. 23면> 

  

                                                 
131 청담공원 골프연습장 설치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법 1994. 5. 7. 자 94 카합 2537,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 2218, 헌법재판소 1997. 10. 30. 95헌바 7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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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22. 「공원법」과 「도시공원법」에 따른 도시공원 시설의 설치기준 비교  

가. 「공원법 시행령」 공원시설 설치기준 

<공원법 시행령 (1967. 6. 17. 제정)> <건축법 시행령 (1965. 4. 20. 개정)> 

제 1 조(공원시설) 공원법 제 2 조 제 7 호에서 공원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원구역내에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도시공원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및 건축법에 규정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축물에 한한다)을 말한다.  

1. 도로 및 교량 2. 광장 3. 숙박시설 및 대피소 

4. 휴식소·전망시설 및 안내소 5. 야영장·운동장·수영장·선유장·스

키-장·스케-트장·골프장·승마장·궁술장 및 어린이 놀이터 6. 일반

의 용에 공하는 차고·주차장 및 급유시설 7. 운수시설(공원구역내에서

의 노선 또는 항로를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자동차·선박 또는 케이블

카에 의한 운송시설을 말한다) 8. 저수지·급수시설·배수시설·의료구

급시설·공중욕장·공중변소 및 오물처리시설 9. 박물관·식물원·동물

원·수족관·박물전시시설·야외극장 및 민족문화시설 10. 조림시설 

11. 동물양식시설 및 양어시설 12. 사방시설 및 방화시설 13. 방책 및 

각종공원표식시설 14. 호안·옹벽등 붕락방지시설 

제 114 조의 2(공원경역내의 건축물) 법 제

32 조 제 7 항에서 “공원목적에 필요한 건

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원관리사무소·공중변소·휴게소 

2. 동·식물원 

3. 야외극장·야외음악당 

4. 시민보건을 위한 운동시설 

5. 관광사업진흥법상 특히 필요하다고 교통

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한 것 

6. 도서관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나.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공원시설 설치기준132 

 시설면적 공원시설의 종류 면적 건폐율 

어린이 

공원 

60%이하 조경시설, 휴양시설(노인복지회관 제외), 유희시설, 운동시설로 

하되,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린이 전용시설 

전무해당 5%이하 

근린 

공원 

40%이하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및 광역권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주로 주말의 옥외휴양·오락활동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및 편익시

설 등 전체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로 하

며,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만㎡미만 

3 만~10 만㎡ 

10 만㎡이상 

20%이

하 

15%이

하 

10%이

하 

도시 

자연 

공원 

20%이하 주로 양호한 자연조건과 역사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

시설 및 편익시설로 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은 제 6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유희시설 

및 운동시설, 나. 식물원을 제외한 교양시설 다. 휴게음식점·일

반음식점·약국·유스호스텔·수화물예치소·시계탑·주차장 및 

매점 

30 만㎡미만 

30 만~50 만

㎡ 

50 만㎡이상 

10%이

하 

8%이하 

4%이하 

묘지 

공원 

20%이상 주로 묘지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휴양시설·편익시

설과 기타시설 중 장례식장·납골당으로 하며,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전부해당 2%이하 

체육 

공원 

50%이하 

운동시설은 

시설부지 

60%이상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회관을 제외한다), 유희

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기타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전

시장 및 박물관에 한한다), 편익시설로 하되, 원칙적으로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 종목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

여야 한다. 

3 만㎡미만 

3 만~10 만㎡ 

10 만㎡이상 

20%이

하 

15%이

하 

10%이

하 

* 2003. 12. 30.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제 6 조(공원시설의 설치기준) 

                                                 
132 본 기준은 2003. 12. 30.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필자가 표로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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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의 원인과 법제도의 한계 

도시공원 훼손이 문제가 된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 여건과 단기 성과로 

도시공원 공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하여 무리하게 민간공원 사업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지나친 경제적 이익 판단 아래 「공원법」의 느슨한 공원시설 

규제는 합법적으로 대형 건축에 의한 공원 잠식을 유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1960∙70년대 

도시공원 정책을 반성하며 「도시공원법」은 엄격한 공원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하여 

도시공원을 복원시켰지만 치뤄야 할 대가는 무거웠다.  

도시공원의 사후 환경유지는 시행규칙에 명시한 공원시설 설치기준에 근거한다. 이 

기준을 통해 도시공원에 대한 사익 보호, 이용 활성화, 환경 조정 등을 통제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저울처럼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사익을 높일 수 있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유해(有害)할 수 있다. 실례로 골프연습장, 미집행 도시공원 내 비공원시설 및 학생 기숙사 

등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주민 갈등으로 확산하였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훼손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의 시설 종류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시설의 면적과 

높이와 같은 설치기준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몰제를 앞둔 상태에서 민간공원특례의 취지는 비공원시설 부지의 환경적 희생을 

통해 미집행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환경적 이익을 높일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공원특례는 도시공원 전체 면적 중 20~30%을 개발 

면적으로 규정하였지만 지나치게 큰 규모의 건축 행위는 도시공원과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자들은 도시공원이라는 공공재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환경에 대하여 신중한 접근을 하지 않는 

실정이다. 즉, 민간공원사업은 특례라는 제도 아래 개발 이익을 우선 순위에 둔 채 

도시공원 법제도의 본질인 환경적이고 공공적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셈이다. 

민간공원특례 관련 조문에는 “해당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의 환경 및 경관 관련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이 

조문은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조경 전문가 식견에서 좀 더 집중하여야 할 내용은 특례를 통해 조성하는 도시공원의 

질적 문제이다. 민간공원추진자는 기부채납 공원 부지 내에서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기부채납 공원의 수준 내지 질도 부대개발 사업의 내용이나 수익성 등의 복잡한 셈법 

속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자칫 관리 감독이 소홀할 경우에는 공원조성사업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 133  실례로 직동공원의 경우 2015년 말 본래의 공원계획을 

변경하면서 20면 이상의 테니스코트와 경기장을 부대사업에 추가하자 주민은 주거 안정에 

                                                 
133 문상덕, “도시공원에 관한 법제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14(4), 2014. p.178. (pp.159-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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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여 적극 반대하고 있다. 현재는 민간공원사업의 추진에 대한 

가부 현안에 가려 도시공원의 질과 부대사업에 대한 쟁점이 논의되지 못한 실정이다.  

 

표 Ⅳ- 23. 도시공원 환경 훼손 관련 제도의 변화 

시대∙사건 도시계획 정책∙제도 도시공원 정책∙제도 

 

 

 

‘67 파고다공원 아케이드 건립 

‘68 남산 레크레이션센터 건립 

 

 

 

‘82 파고다공원 복원 

‘86 사직공원 복원 

 

‘90 남산제모습찾기  

 

‘93 청담공원 골프연습장 사건 

 

‘98 초안산공원 골프연습장 

     사건 

 

 

 

 

 

‘12 성미산공원 학교기숙사  

‘16 민간공원특례 지역갈등 

 

 

 

 

 

 

 

 

 

 

 

 

‘91 「도시계획법」 

>도시계획 정의에 환경개념 포함 

‘92 「도시계획법 시행령」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에 공

원포함 

 

‘00 도시계획법 

>광역도시계획에 환경보전 포함 

 

 

‘63. 「건축법 시행령」 

>공원경역 내 건축물 

 

‘67 「공원법 시행령」 

>공원시설 종류 규정 

>시설설치기준 등 부재 

 

‘80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시설종류, 시설부지면적, 건물의 

건폐율, 시설설치기준 마련 

 

‘87 운동시설에 골프연습장 포함 

>설치기준 부재 

 

‘99 골프연습장 설치기준 마련 

 

 

 

‘09 비공원시설 설치 

>설치기준 부재 

 

 

‘12 교양시설에 학생기숙사 포함 

>설치기준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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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도시공원의 시민 참여 

 

1) 시대별 도시공원 현안 및 사건 

오래 전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도시공원의 시민참여는 사실 현대의 주제는 아니다. 

1961년 한 신문기사에 ‘인왕산보호협회’라는 민간의 지역사회개발운동을 소개하였다. 이들 

단체는 울창하였던 인왕산이 해방이후 남벌과 도벌, 판자집으로 황폐화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이 단체는 나름 계획을 세워 조림 녹화, 고적 보전, 관광 유치를 목표로 

매주 산을 정비하였다. 134  1977년에는 방치되었던 전주의 덕진공원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이 앞장 섰다. 83개 민간단체들이 연일 삽과 괭이를 들고 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범시민 운동을 추진하였다.135 

정부 정책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한 것은 1972년 새마을 운동의 일환인 ‘도시녹화 5개년 

계획’으로 시가지를 녹화하였고 도로변 소공원을 조성하였다. 1982년에도 정부는 

‘도시녹화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는데 당시 명칭은 ‘도시공원화운동’이었다. 도시 내 생활 

공간을 녹화시키고 미관 향상을 위해 도시 경관을 조성하였다.136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 

단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서울시는 자원봉사자를 육성과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만들기와 같은 공원 정책을 수립하면서 도시공원 시민 참여를 추진하였다. 137  2014년 

서울시는 ‘푸른도시선언’을 발표하여 도시공원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공동체 회복의 

장[제6조]”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2000년 초 거버넌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 지면서 시민 단체가 도시공원을 

확보해 줄 것을 행정 당국에 요청하고 그들은 직∙간접적으로 도시공원을 관리하였다. 

대표적으로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재)부산그린트러스트. 광주 (사)푸른길 등의 시민 

단체는 서울숲, 부산시민공원, 푸른길 등 공원녹지 확보 및 관리에 역할을 하였다. 최근 

‘전국시도공원녹지협회’는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입법 추진에 앞장 서기도 하였다.  

 

                                                 
134 기자불명, “서울에도 지역사회 운동의 꽃,” 『동아일보』, 1961. 5. 8. 3면 
135 이종세, “시민손으로 꾸미는 덕진공원,” 『동아일보』, 1977. 9. 7. 5면 
136 양병이, “도시녹화 운동의 의미와 배경,” 『도시 문제』, 230, 1985, pp.8-16. 
137 서울시 도시공원 시민 참여 주요 정책 

년도 주요 시민 참여 정책 
1997 

1998 

1999 

2002 

2005 

2006 

공원이용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봉사자 육성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운동 

푸르름이 가득한 어린이공원 재정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만들기 

생활권 녹지 100만평 늘리기 

서울숲 개원, 서울그린트러스트와 민∙관파트너쉽 

NGO (사)생명의 숲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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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에 대한 법제도 근거와 개선 방안 

○ 「도시공원법」: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적 권리의 제한 

과거부터 현제까지 도시공원 사업 추진자로 시민 참여에 대한 법규정은 없다. 일제부터 

1980년 이전 유신정권까지 모든 도시계획은 행정 수장과 관료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절 토지소유자를 비롯한 모든 사인의 관여를 금지하였다.  

시민 참여에 대한 제도적 변화는 1981년 3월 31일 개정한 「도시계획법」에 공청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다. 이때부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되었다. 공청회의 취지는 1970년대 행정 효율성만 강조한 

관주도적이고 비공개적인 도시계획을 반성하고 도시계획의 민주화와 공개화를 기하려는 

목적이었다. 단지 도시계획의 입안에 있어서 개발 의도와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한 주민의 

희망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자는 절차적 조치였다. 따라서 공청회는 

도시계획에 대한 공개와 청문의 자리이지 의사 반영의 의무를 포함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잘못된 도시공원 정책에 견제하기 위해 주민이 이의를 제기하여도 반영은 

쉽지 않았다. 앞서 청담공원 사건 138 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법원은 도시공원에 대한 

                                                 
138 청담공원 사건 판례의 주요 내용 

○ 서울민사지법 1994. 5. 7. 자 94카합 2537 

1. 주민 주장: 첫째, 골프연습장 설치는 자연림으로 조성된 공원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전해 줄 의무를 등안시 한 것이다. 이 행정처분은 환경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하고, 근린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근린공원의 목적에 

어긋나 「도시공원법」을 위반하였다. 둘째, 골프연습장 설치로 공원 경관의 훼손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고, 이 주거지역 일대가 상업화 우려가 있다. 주민은 교통체증, 소음공해, 빛 공해로 조용한 생활을 

위협 받는다. 따라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즉 환경권으로서 도시공원 내 골프연습장의 

설치를 금할 것을 요구한다. 

2. 법원 판단: 일항에 관하여, 환경권은 상린관계적인 권리의 성격이 짙어 부담을 감수해야하는 의무를 

내포하는 기본권이다. 그것이 사유재산권과 저촉이 되는 경우 두 기본권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는데 침해가 부담 할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다. 환경보호의 측면만을 

강조하여 아무런 보상 없이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 행사를 막는 것은 우리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럴 

경우 「도시공원법」이 규정한 공원시설 설치를 통해 재산권 행사를 허용하되 주민에 대한 침해가 부담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있어서 재산권자는 민원해결대책을 위한 

조경행위가 자연림만큼 되지는 않을 지라도 인근 주민들이 부담 할 정도의 범위에 들어오며, 신청인들이 

부담 할 수 없다는 결과의 자료도 없다.  

이항에 관하여, 「도시공원법시행규칙」에는 골프연습장이 공원시설임을 규정하고 있다. 골프연습장이 

운동시설의 하나로서 근린생활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된 근린공원의 

효용에 다하는 시설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 대법원 1995. 5. 23. 자 94마 2218 

1. 법원 판단: ① 우리 「헌법」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다.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해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을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다.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법적 권리인 환경권을 인정하면 그 상대방의 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불가피하게 제약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법률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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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저항권과 의사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실제 도시공원의 시민 참여는 완전한 

민주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즉, 정부가 환경 보전을 공익이라는 형태로 도시공원을 

방치해 놓고 지역 주민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공유재로서 도시공원의 이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을 도시공원의 단순 수혜자로 취급하여 

토지소유자와 주민의 이익 비교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볼 때 법제도에서 고려하는 시민 

참여의 범위는 매우 협소하고 위계도 낮다고 볼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주민 참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시민참여를 제도화 

하였다. 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을 규정하였다. 본 

법률 시행령(2005. 12. 9. 전부개정) 제15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을 신설하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경우 공원구역의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500명 이상의 요청 시, 이외의 공원은 공원구역의 경계로부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2천명 이상의 요청 시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 취지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제 35 조 제 2 항에서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환경권의 취지에 있어 토지 재산권자의 건설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권리 

주장은 국가가 아닌 개인(들)이 골프연습장의 설치에 대하여 금지를 요구할 수 없다.  

② 골프연습장 설치로 생활환경의 침해가 예상된다고 하나, 토지 소유권자는 강남구청의 허가 조건에 

따라 충분한 주차장 확보, 완벽한 방음시설, 건물 전면 소로 건설, 주택가로의 조명 차단, 그린에 인조잔디 

피복, 녹지 훼손 최소화 등을 충족하였다. 위 인가 조건에 비추어 생활환경 침해는 인근 주민들의 사회 

통념상 부담 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신청인들은 생활환경 침해를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가처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③ 청담공원이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 지정되어 일반 주민들은 다른 사람과의 공동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들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수 없다. 골프연습장의 설치가 

불법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신청인들의 ‘공원이용권’ 침해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 헌법재판소 1997. 10. 30. 95헌바 7 전원재판부 

1. 주민 주장: ①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는 시설에 관하여 「도시공원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골프연습장이나 승마장처럼 영리성이 매우 크고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훼손할 수 밖에 없는 사업으로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  

②「도시계획법」상 시행지구안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실시계획에 반영토록 규정되어 있다. 「도시공원법」에 비추어 이해관계인은 시행지구안 

여부에 상관없이 공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사건에 이해관계인으로 지역주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법원 판단: ①항에 관하여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의 공원시설을 세분하여 규정한 것으로 공원시설이 

어떤 것이 될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②항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상 의견서 제출은 “시행지구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출한 의견을 실시설계에 반영하는 것은 강남구청장의 몫이다. 따라서 

근린지역주민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재판의 내용과 효력이 달라질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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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의 원인과 법제도의 한계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참여는 1990년대 민주화의 영향으로 수립된 것으로 제도적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시민 참여는 새마을 운동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었고 1997년 

자원봉사자 육성을 시작으로 이후 도시 내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에 기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성과를 기초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으로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제도는 

시민 참여를 프로그램적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다. 즉, 시민 참여는 정부 정책적 의지에 

따라 수립되는 것으로 이것을 재산권 같은 권리로의 성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그 결과 

도시공원 법제도는 ‘시민의 범위’를 토지소유자와 공원 주변의 주민으로 ‘참여의 범위’를 

토지의 활용 계약 또는 도시공원 정비 요청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법제도적 

발전을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도시공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사결정권 또는 

저항권이 제거된 상태에서 시민 참여의 주체적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Ⅳ- 24. 도시공원 시민 참여 관련 제도의 변화 

시대∙사건 도시계획 정책∙제도 도시공원 정책∙제도 

‘61 인왕산보호협회 

 

‘77 덕진공원정비 시민참여 

 

‘00 초 도시공원 거버넌스 활동 

 

 

‘81 「도시계획법」 

>공청회 제도 도입 

 

‘02 「국토계획법」 

>지역주민 도시관리계획 입안 

 

‘72 도시녹화 5 개년계획 

 

‘82 도시공원화운동 

 

‘05 「공원녹지법 시행령」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3-3. 도시공원의 안전 조치 

 

1) 시대별 도시공원 현안 및 사건 

도시공원에 대한 안전은 최근 개념이다. 오랜 기간 도시공원의 순기능에 가려진 채 

안전이라는 암면은 잘 등장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우리 공원은 안전한가?’라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도시공원 내 범죄 발생은 특히 민감한 사안이다. 2012년 

서울지방경찰청이 2,413개 서울시 도시공원 치안실태를 조사한 결과 CCTV가 1개 이상 

설치된 공원은 715개소이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원은 223개소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우범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226개소의 공원이 ‘취약’등급을 받았고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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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원이 118개소로 가장 많았고 근린공원이 54개소나 차지하였다. 139  어린이공원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저녁이면 우범화의 요소도 있지만 시설 

안전사고로 한해 294건(2005년 기준)에 달하였다. 현행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아동복지법」, 「주택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호법」 등 

산발적으로 나눠져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2) 쟁점에 대한 법제도의 근거와 개선 방안 

도시공원의 안전 조치에 관하여 도시공원 법규는 1990대부터 제도화하였다. 1993년 

서울대공원 저수지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인이 저수지의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 원고에 손을 들어주었다.140 이 판결을 계기로 정부는 1993년 8월 5일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였고 제6조의2(공원시설의 안전 조치)를 신설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005년 

12월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으로 제10조(공원시설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설치안전기준과 관리안전기준을 마련하였다.  

범죄예방 조치에 관하여 정부는 2012년 12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도시공원의 조성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의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공원의 계획∙조성∙관리 시 

범죄예방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2017년 4월 18일 본 법률을 개정하여 

19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규정을 신설하여 도시공원 내 CCTV와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하였다.  

 

표 Ⅳ- 25. 도시공원 안전 조치 관련 제도의 변화 

시대∙사건 도시계획 정책∙제도 도시공원 정책∙제도 

‘93 서울대공원 익사사고 

 

‘02 공원 및 유원지 시설의 안전

성 확보방안 검토(규제개혁과제) 

‘11 우면산 산사태 

‘12 서울경찰청 도시공원 치안 및 

우범화 실태조사 

 ‘93 「도시공원법」 

>공원시설의 안전 조치 

‘05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설치∙관리 안전기준 마련 

‘12 「공원녹지법 시행규칙」 

>범죄예방 일반 원칙 적용 

‘17 「공원녹지법」 

> CCTV 및 비상벨 의무화 

                                                 
139 정석용∙이재걸, “안전한 공원, 시민의 품으로,” 『내일신문』, 2012. 6. 15. 
140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 2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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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의 원인과 법제도의 한계 

도시공원 안전 조치에 관한 법제도는 매우 짧은 기간 시행한 관계로 원인과 한계는 본 

연구에서 생략한다.  

 

 

4. 도시공원 법제도의 평가와 한계 

 

본 장은 도시공원의 확보, 조성, 유지관리에 관한 총 8가지 세부 쟁점을 통해 80년이 

넘는 우리나라 도시공원 문제와 제도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초기 정부는 공원 대한 입법 

여부에 고민이 있었지만 민간에 의한 공원 잠식을 억제하고 도시계획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공원을 제도화하였다. 장기간의 제도 운영으로 정부는 법제도에 의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시행하였다.  

 

4-1. 시대별 도시공원 법제도의 평가 

 

1) 「공원법」 

독립과 국난 이후 도시공원은 약화된 정부의 감시를 피해 민간과 공공기관에 의한 

잠식이 빈번하였다. 정부는 전후 도시공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근거법이 필요하였고 강력한 관리 중심으로 「공원법」을 제정하였다. 1959년 법(안)은 

사업 주체, 토지 수용, 국립공원위원회 등에 관한 제도적 절차성이 강조되었지만, 1962년 

법(안)은 도시공원을 법정 수용하면서 행위와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중심이 되었다. 

「공원법」상 규제는 자연 상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보전하는 의도와 함께 가건축 

행위와 부정불하 등 공원 용지의 사적 과용에 대한 예방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공원법」은 도시공원의 확보와 조성에 대한 제도력이 부족하였다. ① 

하위법령으로 도시공원을 해제할 수 있는 다수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 

현실화에 따른 도시공원의 침식을 자구적으로 방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② 도시공원의 

설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에 의거하였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제정과 

수장의 빈번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조성공원과 계획공원의 격차가 벌어졌다. ③ 도시공원 

설치 규정은 공원시설 종류만 나열할 뿐 설치기준이 부재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수익 

보장을 위한 대형 건축물로 도시공원을 훼손시켰다 결과적으로 「공원법」은 잠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입법 취지와 달리 공공에 의한 공원 잠식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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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고 중앙정부의 결정권과 지방정부의 집행권이 갈등하였다. 

 

2)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은 1970년대 도시공원의 방치와 잠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 

장려와 시설 규제를 동시에 규율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구체적인 조치로 전자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후자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 종류를 

분류하고 설치와 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 1993년 이후 지방자치제도 시행과 

규제완화 정책으로 「도시공원법」은 정비 대상 법령으로 분류되었고 각 법령의 위계와 

체계가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시행령은 토지소유자의 점유 규제를, 시행규칙은 민자유치 

촉진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법률은 각 명령이 시행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권리 제한을 

완화하였다. 본 법령의 개정으로 정부는 점유 규제를 완화하여 도시공원 예정지 내 생활 

민원을 안정시키고 시설 기준을 완화하여 민간 참여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공원 내 민간 건축물의 증가, 보상 비용의 증가, 민자 유치의 실적 저조, 주민의 

저항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도시공원법」은 개정을 통해 소극적으로 남아 자주적 발전을 실현할 수 있었다. ① 

「도시공원법」은 「도시계획법」 예외 조치를 명문화하거나 관계 법령을 재해석하여 

도시공원의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였다. ② 본 법령은 공공과 토지소유자를 이해당사자로 

설정하여 권리와 의무를 조정하였지만, 1990년대부터 정부는 제3자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무분별한 공원 개발에 의한 지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칙을 개정하였고 

이용자의 시설 안전을 고려한 법률 조항을 신설하였다. 

반면, 「도시공원법」은 「도시계획법」과의 종속적 관계로 본래의 입법 취지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도시공원법(안)」에 규정하였던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2년 

내’ 기속기한과 매수청구와 같은 근거가 삭제되면서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하기 위한 본 

법률의 의도는 미흡한 상태로 출발하였다. 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조항이 삭제되어 

공원조성계획 입안과 진행 상황은 도시계획 자문으로 대체하게 되어 도시공원에 대한 

독립법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 후퇴하였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을 전면 개편한 본 법률은 공원녹지 확충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개칭한 제명에 ‘등’이란 의존명사를 붙였듯이 

도시계획시설 이외의 녹지도 규정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도시공원 확보와 조성에 대한 

타법률과의 관계성을 높여 이용법제로서 근거를 강화하였다. ② 본 법률은 특별한 예외 

조항을 두어 제도적 자주성을 갖추기 위해 도시계획적 ‘수용’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협약‘이라는 실험적 대안을 마련하였다. ‘공원녹지계획’과 같은 도시계획 이외의 



171 

절차가 추가되었고 도시공원의 대량 실효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공원자연공원구역과 국가도시공원 관련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다. 「도시공원법」을 

전부 개정한 결과 법 시행 이후 10년 만에 110여㎢(‘15년) 면적이 도시공원으로 조성되어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8.8㎡까지 성장하면서 법적 기준(6.0㎡)을 

상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몇몇 쟁점에 대한 본 법률의 조치는 기한을 정해 두고 자동 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법률 저항을 받고 있는 중이다. ① 부칙 조항에서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계획구역으로 2010년 1월 자동 전환 되도록 설정하여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자는 

보상 적용과 세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 제도는 법적 형평성과 신뢰를 담보 하지 

못하였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 집계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이 제척 

되면서, 정부는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소보다는 체감 수치만 낮추었다. ② 2020년 7월 

1일 시행하는 일몰제는 일정 기간 내 집행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실효하는 정부의 

획일적인 정책이 전제되고 있어 도시공원 절차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실효 제도의 의미가 후퇴하였다. 또한 도시공원 결정 기한이 2000년 

7월로 재산정 되면서 토지소유자의 부담 기한도 연장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법적 

분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③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부는 

‘비재정적 집행’으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민간공원사업에 대한 공공성 논쟁이 가중되었다. 

이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자추진자의 수익성에 비해 공원의 

질적 문제가 고려되지 못한 실정이다.  

 

4-2. 도시공원 법제도의 추세와 한계 
 

쟁점을 통해 살펴본 도시공원 법제도 변천의 추세와 한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원 법제도의 변천은 사유재산권의 구제에 주된 방침을 두면서 도시공원의 

공공성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태도 변화는 1993년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공원법」이 구축하였던 엄격한 규제가 삭제되거나 민원 대응 조치가 신설되면서 

토지소유자를 중심으로 가해졌던 제한이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비용 부담 원칙을 개선하여 국가의 개입과 지원으로 도시공원 조성을 활성화 시키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공원 해제와 

민간공원사업과 같은 비재정 방식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일몰제도에 따른 

대량 실효의 직면과 민간공원특례에 따른 비공원시설 설치는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정부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행위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시켰고 매수청구권에 

따라 도시공원 예정지 내 건축물의 신축을 가능하도록 하여 향후 도시공원 조성 부담을 

가중시켰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관련 예산이 해당 토지와 건축물 보상에 

편중되면서 원활한 도시공원의 관리와 질적 향상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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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의 개선 과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부담 완화를 전제로 진행하면서 

도시공원의 기능과 목적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도시공원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규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독립적인 제도를 신설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자구 조치는 미흡한 상태로 

추진되어 새로운 도시공원 문제를 발생시켰다. 가장 대표적인 자구 조치는 ‘공원시설 

설치기준’ 개정으로 비록 이 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치하지만, 도시공원의 환경성을 

유지하고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간의 

도시공원 사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공원시설 설치기준이 마련되지 않거나 미흡하게 

개정될 경우 환경권 분쟁을 촉발시키는 소지를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1960년대 공원내 

대형건축물 잠식, 1990년대 골프연습장 설치, 2010년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아파트와 

학교 기숙사 건축과 같은 일련의 사건은 아무런 공적 규제 장치 없이 시행되어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성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 도시자연공원의 구역전환은 

일몰제에 따른 대량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자구 조치로 기존 도시계획시설 중심의 

도시공원 법제도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통계 수치의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 

행정 편의적 조치로 기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무기한 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도시공원 법제도의 자구 조치는 법의 효율성만으로 만들어지면서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충분한 예측을 고려하였다. 

셋째, 정부는 1993년 이후 도시공원 시설 확대, 공원시설 안전 조치, 2005년 이후 

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시민 참여와 범죄 예방과 같은 질적 개선을 관한 조항과 조문을 

신설하였지만 이용자 중심의 제도 개선에는 미흡한 편이다. 그 이유는 본 제도가 

도시계획의 하위 체계에서 도시공원 확보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 토지소유자 중심의 

권리 구제에 집중하였다는 점, 시민 중심의 공원 정책 수립의 역사가 짧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용자 중심의 도시공원 법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권’에 기초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현행 관련 법규와 법리는 도시공원 정책 

결정 단계에서 시민의 참정 자체를 배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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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 26. 도시공원 쟁점에 대한 시대별 법제도의 개선과 한계 

 쟁점  도시공원 쟁점에 대한 시대별 제도 개선 법제도의 한계 

   「공원법」 「도시공원법」 「공원녹지법」  

확 

보 

장기미집행 현 황 빈번한 도시공원 개편 ‘86~’93 면적 안정세, 소송 

증가 

‘93 지방자치제 이후 면적 급증 

‘09 면적 급락세 도시공원 확보 중심의 공원 정책 

도시공원 용지에 대한 자구 조치의 부재 

조 치 - 미집행문제 공론화 및 정책지침 

‘00 보상제도 수립 

‘09 도시자연공원의 구역전환 비재정방식의 제도개입에 따른 계획공원 

물량 조정 중심의 정책 

기존 건축

물 

현 황 가건축물의 난입 

집단취락지 도시공원 결정 

철거에서 양성화로 정책전환 

취락지 주민 민원급증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토지소유자 

형평성 문제 발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사권 보호 

조치의 일환 

조 치 점용기준에 따른 행위제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제 

기존 건축물 행위제한 완화 

‘00 미집행공원내 신축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집단취락

지구 지정과 생활환경 개선 

도시공원 조성의 부담 

‘제한’과 ‘허가’의 제도적 딜레마 

봉착 

해제∙실효 현 황 해제 후 공공∙민간건축 잠식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  타 도시계획의 하위구조로 공원설정 

조 치 폐지금지, 단 도시계획 등 제외 ‘00 실효 및 일몰제도 신설 조성계획으로 실효 예비판단 일몰제에 따른 예비판단의 후퇴 

조 

성 

비용 부담 현 황 지방자치단체 재원 부족  용산공원, 순천만정원 등 사례 민간공원사업과 해제 중심의 공원정비 

조 치 지방의 공원사업비용 부담원칙  ‘16 국가도시공원제도 신설 국가지원의 현실성 부족 

민간 참여 현 황 민간+공공 혼용방식 추진 민간의 공원사업 참여 저조 ‘09 비공원시설 공원내 설치 토지소유자의 보상차원의 성격 

조 치 토지소유자의 공원사업 제도화 공원시설 확대 및 설치기준 완화 ‘09 민간공원특례제도 수익성사업 중심 

유 

지 

관 

리 

환경 훼손 현 황 공원내 대형건축 잠식 공원복원사업 추진 

공원시설로 지역갈등 확산 

 

공원내 아파트 건설로 지역갈등 

 

지역주민의 환경적 권리 배제 

조 치 공원시설 설치기준 부재 공원시설 구체적 설치기준 정립 - 특례공원에 대한 환경기준 부재 

시민참여 현 황 - ‘97 시민참여 공원 정책 추진  토지소유자 중심의 법제도 

공원의 양적 확충을 중심으로 제도화 

조 치 - - 시민참여에 의한 공원녹지확보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적 권리 부재 

안전 조치 현 황 - 익사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공원 우범화 실태조사  

조 치 - ‘93 공원시설 안전 조치 의무화 ‘12 범죄예방 일반원칙 신설  

법제도에 대한 평가 규제중심의 입법 추진 

공공에 의한 공원잠식 합리화 

장기미집행 중심의 제도 정비 

도시계획에 종속적인 제도시행 

도시공원의 공공성 후퇴 

자구 조치 시행과 실효성 부족 

질적 확보를 위한 정책과 제도화 필요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원기준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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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1934년부터 현재까지 지난 80여년 동안 도시공원 법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쟁점 파악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시대별로는 법규의 내용 변화를 검토하여 

특성을 살펴보았고 쟁점별로는 도시공원 현안과 정부가 제시한 제도 개선 방안과의 

사실 관계 및 법률 관계를 분석하여 제도적 한계를 도출하였다.  

먼저 제Ⅱ장은 총 5차례 제정 또는 전부개정한 도시공원 법규에 관한 시대 상황, 

입법 과정, 제정 법령, 개정 법령 순으로 검토하여 각 시대별 도시공원 법규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초기에는 도시공원이 도시계획 법제도에 의존하였지만 

공원정책들이 성과를 거두면서 점진적으로 독립적인 법제도를 수립할 수 있었다. 

근대 법규인 「조선시가지계획령(1934년)」과 「(구)도시계획법(1962년)」은 

공원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였지만 도시계획으로 공원을 확보하고 공원 예정지의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적 원칙이 정립되었다.  

1967년에 제정된 「공원법」은 1959년부터 법률(안)이 마련되었다. 도시공원이란 

용어는 「(구)도시계획법」이 제정된 1962년부터 「공원법(안)」에 등장하였고 관련 

법조문이 구성되었다. 이때부터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성문화 되었고, 

“도시공원의 확보는 도시계획으로,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공원법」으로”하는 

이원화된 법규의 구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공원법」은 도시공원을 선도하는 

법규로 제정되기 보다는 기존 법률의 틀과 원리에 따라 만들어 졌다. 당시 토지개발 

관련 법률과 비교한 결과 상당 부분의 「공원법」 조항과 조문이 「도로법」에서 

차용되었다. 그 이유는 당시 「도로법」의 높은 위상도 있겠지만 공원정책에 대한 

경험이 없어 타 법률의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었고 민간의 무분별한 공원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 규정의 도입이 필요였기 때문이다. 

1980년에 제정된 「도시공원법」은 그 동안 행정 규칙으로 작용하였던 도시공원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립시켰지만 도시공원에 대한 독립적이고 특수한 규정을 갖추는데 

미흡하였다. 본래의 법률(안)은 도시공원의 무기한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용지 확보와 

매수 관련 보상 조치 등 독자적인 조문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조문이 삭제되어 제정된 법률은 「도시계획법」적 틀에 따라 구성되었다. 1993년 

국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도시공원법」은 규제 중심의 기존 법령은 민원 

중심으로 정비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로 

「도시계획법」 예외 조문을 신설하였다. 명령은 도시공원 관련 기준을 정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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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 제한을 완화하였고 민간의 도시공원 사업 

유치를 도모하였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근린생활권 내 도시녹지 공간 확대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기본 방향을 두었다. 

민선 지방자치제 이후 성과를 이룬 시민 참여에 의한 공원녹지 확대, 도시 내 소공원 

공평 분배, 개발 사업자의 도시공원∙녹지의 기부채납 등 공원정책들이 제도화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만으로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보하였던 전통적인 방법 외에도 본 

법률에 의거한 공원녹지 확충이 가능하게 되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을 

규정하였던 기존 개념에서 벗어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신설되었고 민간공원 특례와 

국가도시공원 특례를 통해 일반 법령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가 만들어졌다. 

다음 제Ⅲ장은 분석 대상을 찾기 위해 제도 운영 기간 논의되어 왔던 도시공원 

관련 쟁점을 도출하였다. 관련 정책∙제도 연구, 시민 참여의 문제 제기, 신문 기사, 법원 

판례 등에서 나타난 내용들은 도시공원의 확보, 조성, 유지관리로 유형화 할 수 있었다. 

이하 세부 쟁점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공원 예정지 내 기존 건축물, 도시공원의 

해제 및 실효, 도시공원 사업의 비용 부담, 도시공원 사업의 민간 참여, 도시공원의 

환경 훼손, 도시공원의 시민 참여, 도시공원의 안전 조치로 나타났다.  

 마지막 제Ⅳ장은 도시공원의 쟁점과 법제도의 사실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쟁점에 대한 시대별 도시공원 현안과 정부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도시공원 확보에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발생은 사유재산권을 고려하지 

않은 과시적 도시계획 정책과 무분별한 도시공원 확보가 원인이었다. 해당 면적의 상당 

부분은 도시자연공원이 차지하였고 면적 변화의 추세는 지방자치단체로의 도시계획 

권한 이행 시점과 맞물렸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기 보다는 도시계획시설 해제와 도시자연공원 면적을 통계에서 

제척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도시공원은 대량 실효와 새로운 재산권 

제한 문제에 직면하였다. 

도시공원 예정지 내 기존 건축물 문제의 발생은 1957년 공원 내 ‘조건부 가건축 

허용’과 1970년대 불합리한 도시공원 결정이 원인이었다. 「도시계획법」, 

「건축법」, 「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용 및 공원시설 규제에 따라 공원 목적 

외 건축물은 철거와 정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1980년 이후 장기미집행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도시공원법」은 민원 대응 차원에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 내 민간 건축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행정 

단속이 어려웠고 해당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도달하였다. 

도시공원 용지의 불법 매각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법」은 공원 해제 금지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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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하였다. 그러나 「공원법 시행령」은 공원의 위계를 다른 도시계획시설보다 하위에 

설정한 관계로 도시계획 현실화 명목으로 추진된 공공시설과 민간 건축물의 난입을 

자구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다. 2000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재산권을 

일괄 회복시키는 일몰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공원조성계획으로 해당 도시공원의 

‘사정 변경’을 고려하여 실효를 판단 할 수 있는 절차성을 후퇴시킨 관계로 법률의 

효율성에 기반하여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공원의 조성에 있어서 사업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원칙이었다. 이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만으로 도시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의 지원은 전무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 예산은 대부분 보상 비용으로 배정되어 도시공원의 유지와 질적 향상을 위한 

관리 예산이 부족하였다. 

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1959년 「공원법(안)」부터 민간의 

공원사업 유치를 위한 제도를 추진하였다. 민간공원사업은 공∙사익의 균형을 모색할 수 

있고 동적 여가 활동의 활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었다. 그러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소 수단으로 민간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사업은 

토지소유자를 위한 보상 차원의 성격이 강하였다. 그 결과 도시공원 사업은 골프연습장, 

수영장, 테니스장 등 수익성이 높은 공원시설들로 편중되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끊임 없이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참여가 저조하자 정부는 활성화 

대책으로 공원시설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고 시설기준을 낮추었다. 현재는 민간 

기업이 비공원시설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특례가 시행 중에 있다. 

도시공원의 유지관리에 있어서 환경 훼손은 공원시설의 설치기준 미비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공원법」은 공원시설 종류만 규정하여 특별한 규제 없이 공원 내 대형 

건축물들이 침식하였고 「도시공원법」은 수익성이 높은 신규 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원시설이 설치되는 경우 주민은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권을 

주장하며 저항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는 환경 규제 없이 추진되고 있어 

사업자는 도시공원이라는 공공재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원 

환경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배제하고 있다.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시민 참여가 어느 정도 법제화 

되었지만 법령이 규정하는 시민의 범위는 토지소유자와 주민으로, 참여의 범위는 

도시공원 정비 요청권으로 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법리는 

주민과 시민을 개인의 노력 없이 공공의 혜택을 받는 수혜자로 설정하여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그들의 의사결정권과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1990년 중반 이후 

시민 참여는 정책적으로 약진하였지만 법에 의해 그 폭은 제한 받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공원의 안전 조치는 1993년 공원시설의 안전 문제에서 시작하였고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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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도시공원 내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도시공원 법제도의 변천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는 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원 해소에 집중한 결과, 사권의 구제가 높아지는 반면 공익적 

규제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②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공원시설 

설치기준 등 일부 도시공원 법제도의 자구 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추진되어 새로운 

도시공원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이유는 자구 조치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공원 

문제에 대한 예측 보다는 법의 효율성을 토대로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③ 이용자 중심 

또는 시민 참여 등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 수립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 원인은 

도시공원 법제도가 도시계획의 하위 체계에서 도시공원 확보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토지소유자 중심의 법제도 개선과 시민 참여 공원정책 수립의 짧은 역사에 있다. 

지금까지 도시공원 법제도의 변천과 쟁점을 살펴본 이 연구는 80년 동안의 

도시공원 법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향후 법제도 개선과 정비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후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입법자들은 도시공원 법제도를 도시계획 법제도의 부속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에 조경 

전문가의 견해와 도시공원의 본질적인 목적과 기능을 반영하는데 소극적 이었다. 또한 

도시공원 법제도를 개선하여 선도적인 방향으로 도시공원을 이끌기 보다는 

도시계획으로 발생한 도시공원 문제를 응급 조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입법자들과 전문가들은 도시공원 관련 규정에 대한 본래의 의도와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사실 관계에 따른 역사적 맥락을 참고한다면 향후 제도 정비(안)이 

도시공원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에 대한 예측과 함께 제도 개선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과거 공공 중심, 현재 토지 소유자 중심의 ‘도시계획적 도시공원 

법제도’의 태도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향후 도시공원 법제도는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도시공원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한 ‘도시공원적 법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실험적인 공원정책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제언과 과제로 첫째, 도시공원의 확보 측면에서 토지이용권에 입각한 

토지법제도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공익과 사익의 대립 국면에서 토지가 

도시공원으로 이용하여 발생하는 이익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시공원 용지를 

둘러싼 사회적 이익의 내용도 광범한 생활권 또는 생존권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기초한 권리 조정이 검토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협력적인 관계에서 법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공원의 조성 측면에서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행 국가도시공원특례의 한계는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지방자치제도 정신과의 대립, 

국무회의라는 까다로운 지원 절차, 관리 예산 편성의 부재, 제2의 그린벨트 등 문제가 



178 

 

제기된 상태로 충분한 연구 결과에 기초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도시공원 점용 및 시설기준에 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 

동안 도시공원 점용 및 시설기준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 제정되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 

관계로 도시공원에 대한 환경적 또는 공익적 기능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도시공원의 

기능과 목적에 기초하여 효용 할 수 있는 공원 점용 대상과 공원시설을 선별하고 개별 

시설에 관한 설치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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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도시공원 변천사 관련 연구 목록 

 

01. 이대우(1976), “공지(OPEN SPACE)의 규제라는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의 공원정책에 관한 

연구: 그 역사적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규제측면에서 시대별로 공원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시책 제시. 

근대~1945 년(암흑적 개척단계): 외래적 요청에 의한 자연보호사상을 공원정책으로 도입. 도심지 

내 공지의 필요. 

1945~1961 년(침식단계): 식민지적 의존 상태의 지속. ‘사회적 혼란기’로 무허가 주택의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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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되지 못함. 

우리나라는 공원의 정확한 기능 부여를 통한 개발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공지를 유보하는 유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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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은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요인 및 계획적 물리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음. 

도시공원계획: 정치적 혼란과 인구의 급증, 공원용지에 침식에 의하여 일제의 공원계획이 변경. 

이후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의 변화 및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공원계획 변경. 

도시공원용지: 공원용지 해제요인은 주택용지화, 학교용지화, 정부기간용지화, 사유건물지화에 따

름. 대부분 해제공원은 사유건축지와 어린이공원임. 

도시공원조성: 공원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고 여가시간 증대로 종합공원이 조성됨, 도시재

개발로 도시 소공원 조성, 시설이전적지 공원조성, 국제화에 의한 기념공원 조성. 

도시공원계획 문제점: 지역별로 시설공원 비율의 차이가 큼. 사유지의 증가로 공원용지 확보의 어

려움, 도시 내 소공원, 하천 변, 유휴지 확보 등 양적 확충과 기 공원에 시설을 늘려 공원이용 증

대 등 질적 확충에 대한 대책 필요. 

 

03. 김덕삼(1990), “한국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도시공원의 자연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및 물리∙계획적 측면의 변천 요인 비교고찰. 

1910 년 이전(도시공원의 태동기): 한국인의 자연관과 근대화된 서양문화 접목, 일제는 한국인의 

자연경을 탈취하고 민족의식을 말살하며 탈 한국인화 시도. 공원의 순기능 보다는 전시위주, 권위

위주, 상징주의적 기능이 우세. 

1910~1967 년(근대적 도시공원기): 대 한인 의식교육의 일환으로 공원조성. 도시계획에 의한 공

원 지정은 사유재산 행사의 불가 및 방공녹지개념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발제한기능이 주된 목적

으로 시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음. 

1967~1990 년(현대적 도시공원기): 도시계획에 따라 공원의 조성보다 빈번한 계획변경, 1980 년 

이후 종합공원 및 자연공원 개발, 86 및 88 대회를 위한 도시환경정비, 전 국토 공원화 운동 등으

로 공원조성률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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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박인재(2002), “서울시 도시공원의 변천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도시공원에 대한 실험적인 정책변화에 따른 공원현황, 행정조직을 분석·정리·평가. 

1884~1910 년(도시공원의 여명기): 도시 미화 또는 사회계몽시설로 공원 도입. 

1910~1945 년(도시공원의 실험기): 근린주구이론을 접목시켜 공원을 지정하였으나 적정한 배치

가 이루어지지 않음. 

1945~1961 년(도시공원의 수난기): 공원정책이 거의 전무한 상태. 

1961~1979 년(도시공원의 확충기): 공원분야 법령 정비. 공원녹지의 조성·관리를 위해 녹지국

으로 행정체계 구축. 

1979~1993 년(도시공원의 정비기) 도시공원위원회 구성 등 활발한 정책수입과 공원조성이 이루

어짐. 

1993~2000 년(도시공원의 생태적 접근기) 중기계획 수립으로 공원정책의 충실한 이행. 환경생태 

분야의 사업 추진. 

 

05. 강신용과 장윤환(2004), “한국근대 도시공원사,” 서울: 대왕사 

역사적·사회적인 시야에서 도시공원의 수용과 전개 검토. 

1910 년 이전(개화기): 공원은 ‘근대산업도시의 도시문명시설’ 또는 사회계몽의 시설. 

1910~1945 년(식민지기): 최초 계획공원 지정, 공원조성은 소극적. 

1945~1962 년(혼란기): 공원용지는 타 용도로 점용 되고 개발대상지로 전락, 수도재건의 일환으

로 소수의 공원 조성, 이 시기는 도시공원의 수난 과정이자 새롭게 정착되어가는 과정. 

1962~1970 년(전환기): 과거 도시계획에 대한 반성. 공원의 개념 정립이 요구됨. 

 

06. 이정연과 정태열(2013), “대구 도시공원의 변천에 나타난 사회적 의미 해석,” 한국조경학회 

41(3): 72-82. 

시계열적으로 시대상과 도시공원의 변천 분석, 도시공원 계획·개원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의미 

해석. 

1960 년: 본격적으로 공원 조성 시작, 공원 지정에만 급급. 정치적 목적으로 공원 이용 제한. 

1970 년: 양적 확대노력, 비현실적 공원계획 수립, 정치적 수단으로 공원 이용. 

1980 년: 복합적인 공원시설 조성, 국제경기를 위한 도시미화 추진.  

1990 년 이후: 공원에 대한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 시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한 도시공원 개념 

완성. 

 

07. 김영하·윤국빈·강영조(2017), “일제강점기 조선시가지계획령에 고시된 부산 소재 도시공원

의 변천,” 한국조경학회 45(1): 1-15. 

일제 고시공원을 대상으로 도시성장과 공간형성 변화 고찰. 

1910~1961 년(조선시가지계획에 의한 도시공원계획): 대공원은 유사시 공습에 대비한 피란장소 

역할, 소공원은 아동의 교화 및 훈육 또는 도시미관에 기여하도록 도심지 배치. 

1961~2008 년(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한 도시공원계획): 무허가 건축, 학교 건립 등으로 근대공원 

폐지 및 축소, 도시계획 재정비로 새로운 공원 형성. 

2009~현재(그린부산 정책과 도시공원계획): 도시외곽 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으로 일제 도시공원

의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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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도시공원 정책 및 제도 관련 연구 목록 

 

01. 박병주(1971), “공원∙녹지,” 도시문제 6(5): 31-37. 

자연의 파괴를 저지하고 레크레이션 공간 확충을 위해 공원∙녹지 용지 확보 필요. 도시정책 방향

은 현재 공유지로서 건축되지 않는 공지를 공원∙녹지로 활용. 

 

02. 박병주(1972), “도시의 자연 환경 보전과 공원녹지의 정비,” 도시문제 7(6): 4-15. 

공원은 도시공간으로서 존재적 효과와 이용적인 면을 겸함. 형식만의 공원정책에 따른 공간녹화 

과제 해결 필요. 

 

03. 강병기(1972)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현황과 문제점,” 도시문제 7(6): 16-31. 

도시 외곽의 자연녹지와 도시공원이 혼동으로 양자의 명확한 구분 필요. 공원 면적의 통계가 실적 

현황이 아닌 계획 현황으로 집계되고 있어 공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04. 장문기(1972), “도시공원 녹지와 조경,” 도시문제 7(6): 44-49. 

토지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충분한 공원면적 확보 필요. 공원녹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경디자이

너 양성 필요. 

 

05. 나상기(1973), “도시공원의 기능과 시설,” 도시문제 8(3): 9-16. 

도시공원은 시민의 여가 활동을 위한 생활 밀착 시설로 근소 배치의 원칙 필요.  

 

06. 장문기(1974), “도시 내 공원녹지의 조경,” 도시문제 96: 31-39. 

도시 및 조경설계가는 변화하는 도시의 여러 자연조건에 적응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계획 수립하

여야 함. 

 

07. 유병림(1978), “자연보호운동과 도시공원정책,” 도시문제 141: 32-39. 

도시공원 문제는 녹지공간의 확보로 집약됨.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 확보. 장기토지매입계획을 수

립하여 점진적 단계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 대토지 매입보다 선형 공원∙녹지 확보 방식이 현

실적임. 도시공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행정기구 및 전문직 인력의 조직적 확대가 필수. 

 

08. 양병이(1985), “도시공원화 운동의 의의와 배경,” 도시문제 230: 8-16. 

도시환경의 녹화, 도시미관의 향상, 국제행사의 대비를 위해 도시공원화 운동 전개. 

 

09. 김홍운(1989), “도시공간기능에서의 여가와 도시 공원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13(1): 

71-87. 

도시공원 개발은 이용자들의 사회배경과 접근성 등 고려할 필요. 동적 기능이 가미된 공원으로 전

환 필요. 무주택계층의 이용자들을 위한 소규모 어린이 공원 설치 요망. 민간투자의 활성화. 

 

10. 최용기(1992), “도시공원 관리현황 및 문제,” 한국조경학회 20(1): 115-118. 

민간자본에 의한 공원개발 활성화. 공원조성계획의 기간수립과 도시공원위원회 설립 운영 필요. 

 

11. 황기원(1993),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현황과 과제,” 토지개발기술 24: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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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설치에 집중하는 공원 계획과 조성의 문제 제기. 유휴지나 유보지로 바라보는 도시공원에 

대한 착각. ‘이용’을 전제로 한 공원과 ‘존재 를 전제로 한 녹지의 혼동. 공원 확충 논리는 

도시문제 해결에 더 이상 충족되지 못함. 

 

12. 홍성권(1994), “서울시 공원녹지정책의 방향과 공공∙민간부분의 역할 분담,” 한국조경학회지 

22(3): 175-183. 

여가수요의 수용과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공원개발 및 운영, 정책방향에 마케팅 개념 도입 필요. 

자원중심지역(디마케팅 개념도입, RO 적용)과 이용자중심지역으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13. 김영대(1995), “우리나라 도시 공원녹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시문제 320: 9-20. 

공공시설로서 공원녹지에 대하 정부의 낮은 인식과 투자 인색. 생태적으로 취약한 공원녹지에 대

한 관리지침 필요. 

 

14. 이규천(1995), “도시공원녹지 정책을 위한 윤리적 토지이용의 정치철학적 기초,” 도시문제 

320: 74-90. 

도시공원녹지는 장기적 시각에서 공공성을 달성할 수 있는 윤리적 정책 필요. 중앙정부에 의해 도

시공원 정책 방향 제시기능 정착으로 기존 도시공원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원동력 마련 

 

15. 오구균(1995),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시설)의 개발방안,” 시정연구논집 5: 491-531. 

도시교통문제보다 우선하여 미집행 도시공원의 조기 개발을 정책과제로 추진하는 정부의 전향적 

자세 요구. 그 방안으로 집행체계 개선, 관계법규 보완,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 

 

16. 김동필과 이기철(1996), “도시공원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23(4): 1-11. 

중장기의 도시공원 관리계획 필요. 합리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유지 우선 매입 필요. 

 

17. 신익순(199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점과 개발촉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를 사례로,” 산업기술연구논문집 3: 203-218. 

미집행 문제해소를 위한 관계법규 보완책 마련 ① 도시공원조성 집행규정 신설 ② 도시계획시설 

집행규정 신설 ③ 공원녹지매입 특별회계규정 신설 ④ 도시공원 사업계획의 집행완결시안 신설 

⑤ 민간투자 시 공원조성계획 허가 및 시행의 간소화 ⑥ 상업적 시설 허용 ⑦ 민간투자 시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의 보조 ⑧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자율화 ⑨ 민간투자형태의 공원개발

을 위한 제도정비 

 

18. 박문호(1996), “도시공원 조성의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서 계층분석과정 기법의 적용,” 한국

조경학회지 24(1): 42-54. 

전문가의 가치를 반영한 계층분석과정기법을 통하여 정책목표 및 지표에 대한 공원조성 우선순위 

 

19. 박종화(1996), “도시공원과 녹지의 확충,” 도시문제 337: 38-44.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 도시공원법상 시설녹지, 미규정 소규모 녹지의 통합 정비 

 

20. 이길택(1997), “미조성 도시공원의 바람직한 개발방향,” 도시문제 346: 45-55. 

미조성 공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원확보의 다양화 필요(국고보조금, 지방채발행, 민간자본 유치, 

기부채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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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박문호(1997), “도시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대응방안,” 지방자치 105: 42-46. 

도시공원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높이고 환경정책으로 과감한 전환 필요. 공원조성 우선순위

를 설정하여 연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 마련. 재원마련을 위한 차선책 강구(세금감

면, 지방채 발행, 장기임대계약) 

 

22. 임치룡(1998), “국유토지의 도시공원결정과 취득시효 (1998. 9. 4. 선고 97 다 24481 판결: 

공 1998하, 2390),” 재판연구관 세미나 자료: 대법원 판례해설: 235-248. 

사실상 공원이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법상 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의 종류, 구역∙면적 등으로 확정∙고시하고 그 시설이 설치된 경우임. 도시공원 용지에 대한 국가와 

일반국민의 분쟁 지침 마련. 

 

23. 이병준(20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발생원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 도시공

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원인은 법제도적 및 정책적 측면, 재정적 측면,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발생. 

① 재원부족 문제로 사유지 보상비 과다, 공원조성비 과다 유형. ② 기존 도시계획의 비합리성에 

관한 문제. ③ 공원조성이 어려운 지형적 여건으로 공원과의 연접으로 인한 조성가치 상실, 관련 

계획 및 법령과의 유기적 연계 미흡. ④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집행가능성 불확실로 공원조성의 

가치와 필요성이 적음, 연계된 도시개발사업 미 시행으로 인한 집행 지연, 타 공공시설의 입지와 

이전 지연, 공공시설의 입지와 이전 지연, 무허가건축물 밀집으로 인한 집행 곤란 유형.  

 

24. 노태욱(2001), “도시공원∙녹지의 현황과 과제,” 도시정보 227(0): 4-18. 

기능위주의 따라 법정 도시공원 재 분류.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민간 제안을 허용. 공원심의위원회

를 제도화. 

 

25. 최승호(1999), “서울시 도시공원 확충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도

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시공원을 조성하도록 우선순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관련 법규를 개선하여 공원분류의 세분

화. 자치권 부여.  

 

26. 이용태(2002), “도시의 녹지보전 및 녹화를 위한 계약형 녹지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

구: 동경도 내리마구와 서울시 노원구를 사례로 하여,” 국토계획 37(3): 25-37. 

계약형 녹지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재원확보 대책과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27. 김병수(2003), “도시공원 및 녹지제도 개선방안,” 국토 259: 105-110.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언급. 건전한 민∙관파트너쉽 형성. 

 

 

28. 오충현(2006), “우리나라 도시공원 정책의 문제점,” 도시문제 449: 33-46. 

민간공원개발만으로 정부차원의 토지 매입의 한계. 공원 확충 대안으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트러스트 운동. 

 

29. 이재준, 박상철, 김현(2009), “민간참여 활성화를 통한 도시공원 확충 방안: 공공성과 사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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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균형시점에서의 공원시설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43(4): 675-684. 

공익성을 바탕으로 사익 가능한 공원시설을 제안하여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 

 

30. 최용호(2005), “공원녹지정책의 분석 및 방향 설정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서울시 민선 1,2,3 기 도시공원정책 비교분석 결과 3 기로 갈수록 도시공원의 보전, 질 개선, 시민

협력, 생물다양성 측면은 점진적 증가. 외국 정책과 비교결과 공원녹지 정책이 확충을 전제로 하

고 있어 질 개선 등 미흡한 수준. 

 

31. 손용훈(2011), “국가도시공원제도의 개념과 관리운영상의 과제: 일본 국영공원제도의 운용사

례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6(3): 79-92. 

국가도시공원제도 도입에 있어서 국가도시공원을 법제화하고 체계적인 조성계획 수립 필요.  

 

32. 문상택(2014), “도시공원에 관한 법적 고찰,” 지방자치법연구 14(4): 159-186. 

도시공원의 확충 및 개선 못지않게 공원 조성과 유지를 위해 어떻게 공∙사익의 조화의 관점에서 

어떻게 균형 있는 보호도 중요. 헌법재판소 결정과 후속 개정법률 검토 결과 도시자연공원구역제

도는 위헌 소지가 있음, 민간참여의 경우 공원조성사업의 부실 우려. 향후 지자체 및 국가 주도의 

공원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비용제도 개선 필요. 

 

33. 윤은주(2016), “민간참여를 통한 공원조서의 공사익에 관한 문제점 고찰,” 한국정책학회 춘

계학술대회: 1-16. 

완화규정이 특례 활성화에 기여. 사회적 합의가 완전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충분한 준비 필요. 

양질의 공원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아파트 이외의 수익모델 개발에서 탈피 필요. 과도한 사익 취득 

등의 문제 예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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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도시공원에 관련 신문 기사 목록 

 

● 1930년~1959년 

 

01. 기자불명, “공원계획에 사대맹점,” 『동아일보』, 1954. 6. 20, 4면. 

고적보전계획 부재 

02. 윤정섭, “새로운 서울도시계획,” 『동아일보』, 1955. 3. 11, 4면. (칼럼/논단) 

수도신도시계획의 기본구상으로 경관지역으로 시내 50 개소의 공원을 경관지역으로 책정. 계획 실

현을 위해서는 재정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도시계획으로서 구속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그 예로 

국토계획과 지방계획의 수립, 도시계획법 제정, 귀속재처리의 합리화 필요.  

03. 기자불명, “황폐해가는 시민의 휴식처,” 『동아일보』, 1956. 8. 23, 3면. 

남산공원 용지를 사립학교 용지로 매각. 공원설치가 요청되는 이때에 공원대지 불하는 타당한 처

사인가? 

 

 

● 1960년~1969년 

 

01. 기자불명, “공방전 어디로 가나 남산 녹지대 진상은 이렇다,” 『경향신문』, 1963. 10. 8, 7

면. 

용산구 후암동일대 주민들은 풍치림이 정치적 상품으로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산공원 불법 

처분 중지 요구 

02. 기자불명, “잘린 남산녹지대,” 『동아일보』, 1963. 11. 16, 7면. 

남산관광도로 조성 후 무연고 잔여토지 매각 

03. 기자불명, “진상은 이렇다. 사직공원 용지불하,” 『경향신문』, 1964. 4. 6, 7면. 

서울시 면적의 0.02%가 공원면적 임에도 불구하고 사직공원 2 만 3 천평 불법매각.  

04. 기자불명, “팔리는 동심의 터전,” 『경향신문』, 1966. 8. 19, 4면. 

명동아동공원을 불용재산으로 매각하여 시 재원 염출. 시 정책은 어린이 보호에 취약. 

05. 최문순, “푸른 서울을 위한 시리즈(하) 놀이터 공원,” 『경향신문』, 1966. 8. 31, 7 면. (기획

/연재) 

어린이 공원 불하로 서울의 공원은 시민 보건위생과 정서생활의 구실을 다하지 못함. 

06. 기자불명, “엄격한 자연보전에 중점을,” 『동아일보』, 1966. 11. 5, 5면. 

07. 기자불명, “파고다아케이드 불법,” 『경향신문』, 1967. 7. 7. 3면 

아케이드는 “공원목적으로 필요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판단 하에 건축법 위반소지. 

08. 기자불명, “악습터논 공원도 팝니다,” 『경향신문』, 1967. 7. 19. 6면 

공사비 염출만을 위해 어린이 공원을 매각하는 것은 시민 여론과 건강을 외면한 처사. 부족한 시

설공원의 실태와 아동공원만을 골라 매각하는 것은 아동 활동에 큰 타격. 

09. 기자불명, “이랬다저랬다 도시계획위,” 『경향신문』, 1967. 7. 18. 3면 

명동공원 용도 해제를 허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무원칙한 조치에 비난. 

10. 기자불명, “사라지는 공원지대,” 『동아일보』, 1967. 8. 16. 4면 

무절제한 민간자본유치와 불하로 공원이 줄어들고 있음. 

11. 기자불명, “말로만 푸른 서울. . . ,” 『경향신문』, 1967. 8. 29. 3면 

부족한 서울의 공원용지에 공공건물 건축 비판(삼청공원 내 감사원 청사, 장충공원에 중앙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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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 신당제 5 공원에 성동보건소 건물) 

12. 기자불명, “이것이 서울이다 (9)공원,” 『매일경제』, 1967. 9. 2. 3면 (기획/연제) 

도시건설사업을 목적으로 공원용지 매각. 아동공원의 부족. 공원의 유료화로 시민들과 거리. 휴식

과 조망중심의 정적 공원의 한계. 계획공원(132 개소)에 비해 부족한 시설공원(22 개소). “서울 

시민들은 마음 놓고 자연 속에 뛰어들어 밀어를 속삭일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을 찾기에 허기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13. 윤정섭, “서울시도시계획과 녹지와 고적 불도저의 발상,” 『동아일보』, 1967. 9. 12, 5면.(칼

럼/논단) 

도시구성의 절대필수 요소로 공공투자계획의 정견성을 갖추어 순차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파고다

공원의 민자유치는 의욕의 과잉으로 인한 개발방법임. 녹지공원의 중요성과 더불어 도시계획에서 

존중해야 할 것은 고적의 보전임. 

14. 기자불명, “국민모금으로 지은 자유센터 타워호텔 판다,” 『동아일보』, 1967. 9. 14. 7면 

국민성금으로 세운 공원건축을 민자업자에게 공매한 것은 기금의 취지에 어긋남. 

15. 기자불명, “5개공원에 또 골프장,” 『경향신문』, 1968. 2. 22, 3면. 

명동공원 불하 이후 공원개발을 구실로 특정민간인에게 이권 제공 의혹. 

16. 기자불명, “사직공원 풀장,” 『동아일보』, 1968. 3. 20, 4면. 

민자공원시설에 의한 문화재 훼손 우려 

17. 기자불명, “빼앗기는 시민의 푸른 땅” 『경향신문』, 1968. 5. 22, 8면. 

공원 예정지라고 사유지를 동결시키고 재원 염출을 위해 공원용지를 해제하는 시의 이중행정 비

판. 공원정비라는 이름으로 민자사업을 유치하여 유료화 강행. 

18. 기자불명, “민자유치의 구멍,” 『경향신문』, 1968. 6. 13. 4면 

민자공원사업의 자금운용과 관리권자 지정에 대한 새로운 문제.  

19. 기자불명, “갈팡질팡 시행정 국감 추궁에 김시장 답변,” 『경향신문』, 1968. 10. 1, 4면 

명동공원을 불하하면서도 국정감사에서 김현옥 시장이 320 개동 각각에 어린이공원 설치 약속은 

일관성 없는 시정. 

20. 기자불명, “특정인에 오락시설 허가,” 『동아일보』, 1968. 11. 9, 8면. 

상급기관 사전허가 없이 남산공원 내 민간 레크레이션센터 건축 문제. 

21. 기자불명, “좀 먹히는 남산,” 『경향신문』, 1968. 11. 11, 7면 

공원이 영리목적으로 진행할 경우 서민 휴식처가 특권층에게 빼앗길 우려. 남산은 자연조림 중심

으로 개발 필요.  

22. 기자불명, “눈먼 계획. . . 민자사업,” 『매일경제』, 1969. 12. 11, 8면. 

수익성이 없는 사업에 대한 일반사업자들의 외면으로 풀장 등 공사만 추진될 뿐 도서관 건립 등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실정. 

 

 

● 1970년~1979년 

 

01. 기자불명, “볼품없어지는 남산,” 『동아일보』, 1970. 6. 19, 7면. 

남산공원 용지의 불하, 민자유치에 의한 각종 영리사업으로 공원 환경 훼손. 남산을 보호할 공원

정책 필요. 

02. 김귀제, “도시개발(2) 토지이용,” 『경향신문』, 1970. 2. 16, 5면. (기획/연재) 

도시의 집약적 개발로 토지의 올바른 이용정책 결여. 도시의 토지이용의 형태를 만드는 규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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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공공취득에 의한 균형과 효율적인 수단 필요. 공원건설을 위해 토지의 공공취득(매수)은 불가

피한 사항. 

03. 오재경, “어린이공원,” 『동아일보』, 1972. 7. 15, 5면. (칼럼/논단) 

서울 어린이대공원 개발에 있어 민간자본에 의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 경계. 

04. 홍인근, “도시환경정비 5년계획내역,” 1971. 3. 22. 7면. 

새마을운동의 도시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환경정비 5 년계획(‘76 년 목표)’에서 주택단지

조성에서 3%이상의 공원용지 확보 조치. 그러나 국고 4.7%, 시비 35%에 비해 민자투자가 57.4%

나 차지하고 있어 소공원 가꾸기 및 공원용지 확보에 대한 사업 취지의 실효성 의문. 

05. 기자불명, “스스로 법어기는 관, 공원용지에 구청사,” 『경향신문』, 1976. 8. 7. 6면. 

06. 기자불명, “쾌적한 생활환경의 계기로,” 『매일경제』, 1979. 9. 24, 3면. 

도시공원법 제정에 따라 민간유료공원제도는 현 공원문제 해결에 필요한 착상임. 

 

 

● 1980년~1989년 

 

01. 이병서, “파고다아케이드 권리권 넘어가, 일심서 서울시에 승소판결,” 『동아일보』, 1980. 7. 

9. 7면 

공원민자시설에 대한 무상기부체납과 건축 관리권 분쟁. 

02. 기자불명, “공원을 망치는 골프연습장,” 『동아일보』, 1981. 4. 25. 10면 

03. 이성수, “영동 봉은사 일대 1 만 8 천평에 국내 첫 민간공원 조성,” 『경향신문』, 1981. 11. 

12. 7면. 

봉은사 민간사설공원 개발에 대하여 문화유적 보호, 시민 녹지 활용과 민간참여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 

04. 기자불명, “그린벨트내의 휴식공원,” 『경향신문』, 1983. 6. 2. 3면.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설치는 공원확충에 필요한 조치. 당, 환경개선으로 인한 투지수요의 부작용 

차단 필요. 

05. 윤성철, “상가울타리 헐고 시민과 가슴 튼 파고다공원,” 『경향신문』, 1983. 11. 10. 9면 

한국 최초의 근대도시공원 복원에 따른 기대 

06. 기자불명, “토지관계법 전면 손질,” 『경향신문』 1985. 12. 14. 3면. 

경제법령정비민간협의회는 도시계획법과 도시공원법 등 6 개 법률의 통합정비 요구. 규제위주의 

불합리한 내용 손질. 

 

 

● 1990년~1999년 

 

01. 박노승, “도심 속 문화휴식공간으로,” 『경향신문』, 1990. 8. 17. 3면.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계획’에 따라 공원부적격시설의 철거에 대한 특혜시비 근절 요구. 

02. 김영환, “계양산 민자유치 개발 논란,” 『한겨레』, 1991. 2. 5. 7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자연훼손 최소화 조건으로 개발승인을 하였으나 업체, 시, 정치권 압력으로 계

양산 민자개발(골프장, 눈썰매장 등 10 만평) 승인. 반면 학계와 지역주민은 도시자연공원은 자연

경관 보호 목적으로 위락시설 설치는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 

03. 김상철, “보라매공원 집회마당 사라진다,” 『동아일보』, 1991. 3. 9. 17면. 

‘86 년 개장한 보라매공원 불하로 영등포동작 일대의 공원부족과 역사적 의미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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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의길, “체육진흥공단 오락 레저사업확장 추진 올림픽공원 유료 위락시설화 우려,” 『한겨

레』, 1991.4.16. 11면. 

올림픽공원 내 민간업체의 위락시설 설치로 공원경관 훼손 우려. 

05. 장철규, “관악서, 서울대 앞으로,” 『한겨레』, 1991. 8. 8. 15면. 

공원 내 경찰서 설치를 위한 공원해제에 관하여 민간의 공원부지 사용은 엄격한 규제를 하면서 

공공기관은 쉽게 승인 받는 것은 사회정의와 맞지 않음. 

06. 강승규, “남산 제 모습 찾기 시계불투명, 외인 맨션아파트 철거논란,” 『경향신문』, 1991. 

11. 5. 13면. 

07. 기자불명, “부동산관련 민원 가장 많았다,” 『매일경제』, 1992. 5. 27, 17면 

08. 기자불명, “10 년이상 묶인 도시계획지역 재산세 50% 감면,“ 『동아일보』, 1992. 6. 9. 23

면. 

09. 기자불명,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자 건설 차질,” 『한겨레』, 1992. 7. 19. 19면. 

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민간 참여가 저조와 지역주민은 소음문제와 어린이 사고 

문제제기. 

10. 기자불명, “공원용지 38만평 해제 서울시 녹지훼손 앞장,” 『한겨레』, 1992. 10. 21. 15면. 

6 공화국 들어 서울시 공원용지 무더기 해제에 대한 문제 제기. 원인은 민간개발이 엄격제한 된 

공원에 공공기관에 의한 잠식률이 높아짐. 이에 관리위주의 도시정책 변화가 필요하고 대안으로 

민자공원 개발,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으로 고궁개방, 쌈지공원 지속적 실시. 

11. 김윤순, “공원에 불법 관변 단체 건물 많다,” 『경향신문』, 1993. 2. 14. 20면. 

12. 유병림, “주제공원 개발사업의 방향,” 『매일경제』, 1993. 9. 27. 15면. (칼럼/논단) 

소극적인 정적 활동의 도시공원에서 직접 참여하고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적극적∙능동적 공원 개

발 필요에 따라 주제공원이라는 새로운 형식과 사업주체로서 민간과 공공의 구분 요구. 민간부문

은 창의성과 독창성, 공공부문은 사회교육∙문화주제로 추진. 

13. 이혁진, “공원용지 민간유치 개발업자에 운영권 줘야 마땅,” 『동아일보』, 1993. 12. 9. 19

면. 

민간사업자가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투자환경 마련. 민자사업자가 공원개발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자유치 공원조성특별법 제정이 검토되어야 함. 

14. 기자불명, “청담공원 내 골프연습장 건설 주민-시 ‘환경권침해’ 법정논란,” 『동아일보』, 

1994. 3. 30. 30면 

15. 기자불명, “골프연습장 5년새 3.5배 늘었다,” 『매일경제』 1995. 10. 12. 47면. 

16. 강승규, “토지수용권 민간부여 논란,” 『경향신문』, 1996. 2. 26. 21면. 

삼성문화재단의 미술관과 공원 조성을 사례로 ‘94 년 제정한 민자유치촉진법에 따라 민간에게 

토지수용권까지 허용하는 것은 위한 소지와 특혜논란이 있음. 

17. 기자불명, “먼저 녹지 훼손부터 막아라,” 『경향신문』, 1996. 8. 30.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 형질변경에 의한 녹지를 훼손하는 행정태도 변화 

요구. 

18. 김종철, “공공기관, 그린벨트 훼손 주범,” 『한겨레』, 1996. 10. 7. 9면. 

임채정 의원은 “개인들에게는 법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정부 등 공공기관은 공공목적이라

는 명목으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공원과 그린벨트를 이용하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국가주의 전형,” “이 경우 공원과 그린벨트는 결국 국가가 필요에 따라 차출하기 위해 

사유지를 묶어 놓은 유보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경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 보완 필요. 

19. 금기용, “환경정책 원칙이 없다,” 『동아일보』, 1996. 12. 3.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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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이란 명분으로 공원과 녹지는 공공기관의 치외법권지대. 국토정책의 친환경적 고려와 철저한 

보호∙확충이 요구됨. 

20. 강남규, “도심 쌈지공원 시민들에게 인기,” 『한겨레』, 1997. 3. 24. 23면. 

서울시는 100~300 평의 자투리땅을 체비지 매각공고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팔아 건물을 짓게 하

였던 정책을 바꿔 녹지를 조성하고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 

21. 안호기, “옛 안기부 건물 여전히 업무용으로 사용 거꾸로 가는 남산 제 모습 찾기,” 『』, 

1999. 4. 1. 19면. 

안기부 건물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 남산 제 모습 찾기 사업 취지에 역행.  

 

● 2000년~2015년 

 

01. 류찬희, “공원용지 묶인 땅 개발 잘하면 노른자,” 『서울신문』, 2000. 2. 29. 

매수청구권 요구보다 직접 개발이 낫다. 개발 수익은 골프연장 또는 스포츠센터 등이 높음. 

02. 권선무, “옛 안기부자리 공원조성을,” 『문화일보』, 2001. 4. 26. 

주민들 서울시에 남산 옛 안기부 자리를 도시공원 법에 적법한 활용 요구. 

03. 정기수, “남산 안기부 건물 용도논란 ‘2 라운드’, 주민 ‘공원시설 활용’ 헌법소원,” 『경

향신문』, 2001. 7. 31. 

서울시가 적법한 근거 없이 옛 안기부건물을 시 종합방재센터로 계속 사용하려는 것은 시민권을 

침해한 것. 

04. 신성종, “도시공원 조성 실현 없다,” 『문화일보』, 2002. 12. 12. 

도시공원 용지 보상비가 8 조여원 소요될 전망, 재원부족으로 공원조성 차질. 

05. 김영석, “군포 초막골 공원조성 논란,” 『세계일보』, 2003. 9. 5. 

그린벨트 내 공원개발(스포츠센터, 생활체육원 등)에 대한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반발. 객관적인 

정밀 생태조사 필요 

06. 선상원, “광역권 도시공원 조성 필요,” 『내일신문』, 2005. 1. 4. 

현 도시공원은 법적 기준치에 충족하기에 면적 확보 필요 

07. 황인혁, “낙생 저수지 수상골프연습장 건설 반대,” 『내일신문』, 2005. 7. 4. 

공원조성사업 미명 아래 특혜의혹 제기. 반 생태적 시설 설치 반대.  

08. 김기용, “어른들 공원은 좋아지는데. . . .,” 『서울신문』, 2005. 11. 10. 

어린이 없는 어린이공원 산재. 어린이 공원 현대화를 위한 예산 편성 필요 

09. 송은아, “서울시-서초구, 시민의 숲 공방 2 라운드/소유권 갈등 이어 영어체험공원 적법성 마

찰,” 『세계일보』, 2005. 11. 14. 

도시공원위원회의 승인 받지 않은 불법건축 논쟁. 서울시 구청의 공원 내 자치사업에 제동 필요.  

10. 김선철, “어린이놀이터는 안전 사각지대,” 『내일신문』, 2006. 7. 4. 

놀이시설 절반 이상 추락사고 위험. 통합 안전관리 법제도 마련 시급. 

11. 신성종, “공원용지∙그린벨트 개발 도시공원법 상담∙설명회,” 『문화일보』, 2006. 8. 9. 

12. 곽태영, “인천, 도심공원에 골프장 건설 논란,” 『내일신문』, 2006. 9. 19. 

300 만평 녹지조성 공약이 면적만 채우고 실내용은 반시민∙반환경적. 

13. 이명환, “도심 생활권 녹지대 너무 적다,” 『내일신문』, 2007. 2. 23. 

생활권도시림 국토면적의 0.3%. WTO 권고 9 ㎡/인 반면 우리나라는 6.56 ㎡/인으로 부족한 실정 

14. 강주화, “155 일 나무 위 시위 마쳐. . . 윤인중 목사 계양산 골프장 건설 저지는 계속,” 『국

민일보』, 2007. 5. 25. 

시민들 계양산 도시공원 및 수목원 조성 청원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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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한미현, “행구수변공원 내 유희시설 전면 백지화하라,” 『내일신문』, 2010. 3. 5. 

공원 내 유희시설 설치 허가는 치악산국립공원 인근 난개발 우려. 조망권 훼손, 소음으로 인한 주

거환경 악화. 시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익∙유희시설 운영 목적. 

16. 주미령, “제주 공원 상당수 2020년 지구지정 해제. . . 난개발 우려,” 『국민일보』, 2011. 5. 

17. 

공원부지 매입비 확보 실패. 일몰제로 공원지구가 해제되어도 절대∙상대보상 지구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등 개별 법을 통한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 필요. 

17. 정석용∙이재걸, “[안전한 공원, 시민의 품으로 ②서울 도시공원 우범화 실태] 어린이공원, 범

죄에 빨간 불. . . 공원 60% CCTV 없어,” 『내일일보』, 2012. 6. 15. 

범죄에 취약한 공원 중 대다수가 어린이공원. 공원 내 CCTV 설치 필요.  

18. 오창민, “공원 바비큐장 늘려 서비스산업 활성화?” 『경향신문』, 2013. 7. 5. 19)권영걸, 

“[열린세상] 에덴동산의 바비큐 존/ 권영걸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 『서울신문』, 2013. 9. 2. 

정부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도시공원 바비큐장 확대는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과 직접관계

가 없음. 세계가 친환경을 절대조건으로 삼는 생태관광과 책임여행을 강조하는 마당에 한국 지자

체들의 야외 프로그램 기획 재검토 필요. 

20. 김현길, “도시 지하공간 민간시설 점용 허용. . . 특혜 논란 일어,” 『국민일보』, 2014. 5. 1. 

산업계의 요구(2014. 3. 20. 제 1 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회의) 에 따라 점용

허가 기준 변경. 반면 민간기업의 편익을 누리기 위한 특혜 비판. 

21. 유명식, “도시공원 민자개발 늘어나는데. . . .” 『세계일보』, 2014. 11. 3. 

민자도시공원개발특례에 따른 해당 토지에 대한 헐값 매각은 사업자들의 특혜이자 공원 훼손 문

제 제기. 

22. 기자불명, “경기 푸드트럭 입찰 과열. . . 예시가격의 최고 24 배 낙찰,” 『경향신문』, 2015. 

6. 24.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존 상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푸드트럭 운영 범위를 도시공원 등으

로 제한. 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입찰 과열 발생. 

23. 윤성민, “투기꾼들 공원 부지 노린다,” 『국민일보』, 2015. 10. 5.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증가. 공원 부지가 개발 가능한 용지로 풀리면서 땅값 2~3 배 증가 예

상. 중앙정부가 예산 일부 지원 또는 녹지세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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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5] 도시공원 관련 법원 판례 목록 

 

사건개요(당사자 주장과 심판 요지)와 권리사항 공원종류 청구인 

사건쟁점 주  문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01. (2016헌바 284)㉠ 안산: 도시녹지법 제 27조 위헌소원 [재산권] 

주장: 공원지정 이후 토지취득자에게 매수청구 금지와 보상 거부는 위헌 

도시자연 소유자 

손실보상 각하 

02. (2013헌마 684)㉢ 서울 재개발사업 공원예정지: 법률위헌확인 

주장: 도시계획법 제 83 조에 따라 민간이 설치한 공원부지 무상귀속은 위헌 

- 소유자 

무상귀속 각하 

03. (2012헌마 34) 광주 망월묘지공원: 조례 위헌확인 [재산권] 

주장: 영구사용허가 받아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나 조례변경으로 추가납부는 위헌 

결정: 매장묘지는 자기부담의 원칙하에 운용이 바람직 

묘지공원 사용자 

관리운영 기각 

04. (2012헌바 97) ㉢ 부산 해운대: 법률위확인 [재산권] 

주장: 구청장이 공원 결정하는 도시계획법 제 98 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는 위헌 

결정: 헌법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괄적 자치권 보장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합헌 

05. (2011헌마 622) ㉠ 서울 월암공원: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표현의 자유] 

주장: 정치적 요구의 표현으로 매달아 놓은 노란 리본을 제거하는 공권력은 위험 

근린공원 일반시민 

점용허가 각하 

06. (2010헌마 91) ㉢ 서울 마포 재개발사업 공원예정지: 법률위헌확인 [재산권] 

주장: 국토계획법 제 47 조에 따라 매수 청구하였으나 거부됨 

- 소유자 

보상 각하 

07. (2008 헌마 426) ㉢ 익산 수도산공원: 국토계획법 부칙 10,16 조 법률위헌확인 

[재산권] 

주장: ‘00.7.1.전 계획공원의 실효기간 연장은 재산권 침해 

체육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각하 

08. (2008헌바 148) 울산: 국유재산법 제 51조 법률위헌확인 [재산권] 

주장: 2002 년부터 점유 사용하였으나 2006 년 공원조성으로 퇴거조치는 위헌 

결정: 공원조성은 공익성이 인정된 것에 비해 철거조치는 부담하여야 할 정도 

소공원 사용자 

점용허가 합헌 

09. (2007헌마 480) ㉠ 대전 월평공원: 건설부고시 제 422호 위헌확인 [재산권] 

주장: 공원 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시의 원상회복 통보는 재산권 침해 

근린공원 소유자 

점용허가 각하 

10. (2007 헌바 110) ㉢ 서산: 국토계획법 제 29 조, 부칙 16 조법률위헌확인 [재산

권] 

주장: ‘00.7.1.부터 20 년 실효규정과 매수청구대상이 ‘대’로 한정은 위헌 

결정: 실효기간 차등은 입법목적 달성에 미흡, ‘대’이외는 부담해야 합리적 

반대(4 인): 일률적 실효는 타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등 취급은 평등원칙 

위반 

근린공원 소유자 

손실보상 합헌 

11. (2006헌마 33) ㉢ 광주 공원예정지: 장기미집행 위헌확인 [재산권] 

주장: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함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각하 

12. (2002 헌바 84·89 등병합) ㉢ 서울 관악산, 고양 탄현공원, 인천 문학: 도시계

획법 부칙 10조(국토계획법 부칙 16조) 법률위헌확인 [재산권] 

주장: 실효기간 기산일 재 산정은 재산권 제한, 매수청구 지목’대’는 평등권 침

해 

결정: 기산일은 재산권의 제약 구체화 규정, 지목’대’로 한정은 합리적 이유 

반대(2 인): 장기미집행은 공익자체의 약화, 실효기간은 피해의 최소성원칙 불발 

자연·근

린 

소유자 

도시계획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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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당사자 주장과 심판 요지)와 권리사항 공원종류 청구인 

사건쟁점 주  문 

13. (2001 헌바 81) ㉢ 익산 신흥체육공원: 도시계획법 제 32 조법률위헌확인[재산

권] 

주장: 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제한 받은 상태에서 공시지가 저평가 

체육공원 소유자 

손실보상 각하 

14. (2001 헌바 8) ㉢ 광주 대상공원: 도시계획법 제 10 조의 2 법률위헌확인 [재산

권] 

주장: 토지소유자에게 시가 처분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원 고시하여 재산권 침해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각하 

15. (2000헌마 153) ㉢ 광주 공원예정지: 공원지정 및 지적고시 취소 [재산권] 

주장: 사전 보상협의 없이 공원지정은 위헌 

근린공원 소유자 

손실보상 각하 

16. (99 헌마 198) ㉢ 부산 공원예정지: 도시계획결정 취소불이행 위헌확인 [재산

권] 

주장: 55 년간 미집행공원을 결정 취소불이행 ‘공권력의 불행사’가 헌법에 위

반 

결정: 심판청구 부적법, 청구인은 도시계획결정 취소 청구권이 없음 

- 소유자 

도시계획 각하 

17. (98헌라 4) ㉢ 성남 서현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관련 시도간 권한쟁의 

주장: 성남시의 고유사무에 경기도가 직접 처분한 것은 무효임 

결정: 도시계획사업사무는 건교부장관으로 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 

근린공원 성남시○ 

권한쟁의 (경기도) 

무효확인 

18. (97헌마 78) ㉢ 영암 공원예정지: 용지편입처분은 위헌확인 [재산권] 

주장: 공원용지로 편입 처분은 재산권 행사 제한 

- 소유자 

도시계획 각하 

19. (96헌마 193) ㉢ 서울 수락산: 공원용지 지정처분 취소 [재산권] 

주장: 청구인 토지만 공원용지 지정은 형평성을 잃음 

도시자연 소유자 

도시계획 각하 

20. (96헌바 7) ㉠ 서울 청담공원: 도시공원법 제 2조 법률위헌확인 [환경권] 

주장: 골프연습장은 도시공원의 목적 범위와 한계를 이탈한 시설임 

결정: 시행령과 규칙은 심판청구 대상으로 부적법,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인 포함

여부는 재판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음 

근린공원 일반시민 

도시계획 각하 

21. (90헌마 23) ㉢ 서울 사직공원: 공원시설물관리권에 대한 헌법소원 [재산권] 

주장: 시는 수영장으로부터 퇴거 요구, 청구인의 무상관리권 침해 

근린공원 사용자 

관리운영 각하 

나) 대법원 판례 공원종류 원 고 

사건쟁점 주 문 

01. (2015두 51668) ㉠ 고양: 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 

공원녹지법 상 점유시설인 노외주차장은 주차장법과 동일의미이나 주차장법상 노

외주차장 목적과 이용에 부합 필요. 자동차전시장은 그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사용자 

점용허가 (일산구) 

원심파기 

02. (2013 두 14221) ㉠ 대구 봉무도시자연공원: 민간공원조성입안신청반려처분취

소 [재산권] 

구 도시공원법상 골프연습설치 입안제안을 하였으나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도시자

연공원으로 결정되어 반려한 사례로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음 

도시자연 소유자 

도시계획 각하 

원심파기 

03. (2014두 10769) ㉢ 서울: 공원의 행정재산의 요건 [재산권] 

도시사업실시계획 고시확정이나 사업시행으로 실제 설치된 경우 해당여부에 관하

여 두 요건 모두 공공용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 

- 중구청○ 

도시계획 (자산공

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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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당사자 주장과 심판 요지)와 권리사항 공원종류 원  고 

사건쟁점 주  문 

04. (2012두 8274) ㉠ 광주: 점용건축물용도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재산권] 

기존 점용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는 거부권 없음. 기존 건축물 

변경은 구 도시공원법상 제한행위라 볼 수 없음 

- 소유자○ 

점용허가 (광주시) 

기각 

05. (2011두 22051) 서울: 주택정비구역 내 공원지정처분취소 

서울시 조례상 구역 내 기존 공원 존치를 규정은 유사공원의 신설도 타당 

- 소유자 

도시계획 기각 

06. (2012두 19311) ㉢ 서울 현충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취소 

묘지공원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하는 토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져 법률상 다툴 수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무효 소송의 원고적격은 오해 

근린공원 일반시민 

도시계획 원고기각 

07. (2012 두 1020) 인천 갈산근린공원: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

법[재산권] 

장기미집행공원조성(‘44 년결정)을 위해 녹지로 지정한 보상 평가는 무효임. 일

반 계획은 제한 받은 상태로 평가하나 변경은 공익목적 제한으로 대상에서 배제

함 

근린공원 소유자○ 

손실보상 원고 

원심파기 

08. (2007다 22897) ㉢ 서울 상도근린공원: 시와 구청 중 공원관리청의 주체 

관악구청의 사무(재개발)로 공원점유 시 토지소유자에게 점유사용료 반환 

공원관리청은 원칙적으로 서울시, 구청은 간접점유로 시가 부당이득 반환 

근린공원 소유자○ 

점용허가 (서울시) 

기각 

09. (2006두 11507) 서울: 보상금 증액청구 [재산권] 

공원조성을 위해 녹지로 지정 변경하여 보상평가는 문제. 본래 주거로 평가 요구.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 참작이 보상선례가 될 수 있음 

- 소유자○ 

손실보상 (서울시) 

기각 

10. (2005두 1893) ㉠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장묘납골시설은 중장기계획 규정이 있으나, 설치를 위해 선 계획수립 의무는 없

음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는 지정목적에 위배하나, 도시계획시설결정만으로 위법 

하다고 볼 수는 없음 

도시공원법상 화장장은 묘지공원 시설이 아님, 동 구역 내  설치 안 해 법리오해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기본계획은 장기종합계획으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음 

묘지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원고기각 

11. (2004 다 64432) 인천부평묘지공원: 위탁관리해지로인한유보재산반환 [재산

권] 

위탁관리사업으로 보유된 유보재산은 자신 수익이 아닌 공원관리의 재투자용 

묘지공원 인천시 

관리운영 모두기각 

12. (2004두 12063) ㉢ 서울 청계산: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 [환경권] 

구청은 이용객을 위해 휴게광장을 조성이 필요하나, 기초자료 미 조사, 시 도시계

획상임기획단 의견 미 반영 등 절차상 누락은 위법 

도시자연 소유자○ 

도시계획 (서초구) 

기각 

13. (2003두 10060) ㉠ 성남 대원근린공원: 점용시설반려처분취소 [재산권] 

원고: 공원시설인 (불교)전시관내에 납골함 설치는 용도변경허가 필요 

피고: 점용시설인 법당(종교시설)의 납골함 설치를 위한 변경은 허가 사항이 아

님 

근린공원 사용자 

점용허가 모두기각 

14. (2002두 2727) 광주 제 2시립묘지공원: 보상받기 위한 요건 [재산권] 

‘조림된 용재림’으로 보상받기 위해서는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하였거나 입목에 준하는 산림이어야 함 

묘지공원 소유자○ 

손실보상 (토지수용

위원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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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당사자 주장과 심판 요지)와 권리사항 공원종류 원  고 

사건쟁점 주  문 

15. (2000두 727) ㉠ 대구: 행정처분 취소 

당초 정구장설치로 계획결정 하였으나 청소년 수련관으로 변경결정만으로 신뢰이

익을 침해로 볼 수 없고, 사건 처분을 위한 절차를 취한바 재량권일탈이 아님. 

- 사용자 

도시계획 원고기각 

16. (99추 85) 서울: 공원조례개정무효 

지자체가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변경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 12 조 ‘경미한 도시계

획 변경’으로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하지 않아도 됨. 

- 서울시○ 

권한쟁의 (시의회) 

무효확인 

17. (98두 16453) 부산 재개발사업 공원용지: 도시공원불해제처분취소 

아파트지구가 해제하더라도 공원용지는 도시계획변경결정으로 존치 가능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원고기각 

18. (97누 1563) 서울 원서공원: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재산권] 

지하 수익시설(수영장)이 지상 공원과 직접사용과 관련할 경우 비과세대상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모두기각 

19. (97누 157) 서울: 시설물철거대집행처분취소 [재산권] 

공원 내 매점은 보전하고 판매시설물 및 상품의 철거와 사업주 퇴거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사용자○ 

관리운영 (관악구) 

기각 

20. (97누 164) ㉠ 서울: 도시공원시설양도양수허가신청반려처문취소 [재산권] 

도시공원의 관리위탁은 관리청의 재량행위로 위탁 받은 자는 사용수익 권한은 허

용 받으나 행정목적을 위한 양도와 양수까지 금지할 권한은 없다. 

- 사용자 

관리운영 원고기각 

21. (97다 24481) ㉠ 서울 상도공원: 공원용지의 행정재산 시효취득 [재산권]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더라도 도시공원법 제 4 조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및 범위 등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만 공공용재산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국가) 

원심파기 

22. (97다 39766) 서울 우장근린공원: 환매권 행사 요건 [재산권] 

공원용지로 활용되는 경우 구 소유주가 토지를 다시 매수(환매권) 할 수 없음 

근린공원 소유자 

손실보상 원고기각 

23. (96누 19338) 서울: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재산권] 

관리수탁자가 자기부담으로 시설의 현대화 고급화하여도 위탁사용료 인상과 무관 

근린공원 사용자 

관리운영 원고기각 

24. (96누 8567) ㉢ 서울: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무효확인 [환경권] 

공원용지를 관통하는 도로개설로 토지변경이 심각하게 발생하였으나 우회도로 개

설 사업비가 더 크게 소요됨. 행정의 재량 일탈과 남용하지 않음 

어린이 소유자 

도시계획 원고기각 

25. (95누 17175) ㉠ 서울: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재산권] 

도시공원 점용시설 준 기존 종교용 시설 인한  제 2 종 근린생활시설인 종교집회

장 

구청은 교회건축의 용도변경 허가를 취소할 수 없음 

- 소유자○ 

점용허가 (관악구) 

기각 

26. (94누 4455) 서울: 공원조성사업정비처분취소 [재산권] 

행정소송의 소권을 국가가 공권으로 당사자 합의만으로 포기할 수 없음 

각서를 기반으로 과도한 토지대금 요구로 공원잔여지 민간사업을 취소할 수 없음 

 소유자○ 

도시계획 (서울시) 

기각 

27. (94누 14544) ㉢ 부산 시립영락공원: 공원시설설치금지취소  

공익시설에 관하여 반사이익을 받는 지역주민들은 구역변경처분의 취소 불가 

공설화장장은 도시계획법 제 17 조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에만 설치를 금함 

묘지공원 일반시민 

도시계획 원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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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당사자 주장과 심판 요지)와 권리사항 공원종류 원  고 

사건쟁점 주  문 

28. (94누 12494) ㉢ 서울 아파트지구개발 공원예정지: 건축허가취소 [재산권] 

시는 아파트건설 승인을 위해 공원용지 일부를 도로로 변경하고 소실면적을 조합

으로부터 기부체납 조건. 조합은 고시하지 않아 무효라는 사례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원고기각 

29. (94누 5137) ㉢ 전주: 공원점용불허가처분취소 [재산권] 

자기자본으로 설치한 수영장에 대하여 무상사용 경과 후 관리청의 계약해지는 정

당하다고 본 사례 

- 사용자 

점용허가 원심파기 

30. (94마 2218) ㉠ 서울 청담공원: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 [환경권] 

주민들의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근린공원 일반시민 

도시계획 원고기각 

31. (93도 2397) ㉠ 인천 계양산: 도시공원법 위반 [재산권] 

도시공원법상 재산권 제한은 합리적 제한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없어도 헌법을 위

반한 것이 아님. 공원조성계획 입안 및 결정 여부와도 관계 없음 

도시자연 소유자 

도시계획 원고기각 

32. (93다 22050) 과천 서울대공원: 손해배상 

공원 내 관리시설 하자로 사고 발생시 관리청의 과실 

자연·근

린 

일반시민

○ 

손해배상 (서울시) 

기각 

33. (92누 15857) ㉠ 부산 금강공원: 공원사용료부과처분취소 [재산권] 

공원부지 사용료는 대지조성상태가 아닌 조성이전 임야상태로 상정기준 

근린공원 소유자○ 

점용허가 (부산시) 

기각 

34. (91누 11292) ㉢ 인천 작약도: 도시계획결정취소 

9 년전 장관이 결정한 유원지를 민간사업자가 미집행 하자 위임 받은 시장이 공원

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함 

- 소유자 

도시계획 원심파기 

35. (90누 2178) ㉢ 광주: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취소 [재산권] 

절차상 하자는 결정취소사유가 되지만 당연무효사유가 되지 않는다.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36. (63다 8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산권] 

공원용지로 편입되어 매매가격이 낮은 상태의 매매는 타당함 

- 소유자 

도시계획 원심파기 

다) 고등법원 판례 

01. (2009누 288) ㉠ 대구 두류공원: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건축물 무허가 용도 변경 시 도시공원법 제 25 조에 의거 원상회복을 명령하고 그

러지 않을 경우 대집행만 가능. 이행강제금 부과는 강제는 효력이 없음 

근린공원 사용자 

관리운영 원고패소

취소 

02. (2006누 28064) ㉢ 서울 재건축 공원예정지: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재건축사업 시 없던 공원을 신규 조성하여 무상양도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인가조건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만큼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임 

소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모두기각 

03. (2006누 6811) ㉢ 서울 재건축 공원예정지: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 

주택사업을 위해 기 공원의 일부를 시로부터 매입하였지만 그 부분만큼 타 토지

를 매수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기부 채납하는 인가조건은 재량권을 일탈함.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모두기각 

04. (2005누 14990) 서울 달마을근린공원: 손실보상금증액청구 [재산권] 

결정 당시 주거지역 토지였는데 20 년 후 조성사업승인하며 자연녹지지역으로 변

경 

사건토지는 용도변경 고려 없이 공원지정 이전상태로 평가하여야 함 

근린공원 소유자○ 

손실보상 (양천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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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당사자 주장과 심판 요지)와 권리사항 공원종류 원  고 

사건쟁점 주  문 

05. (2004누 3588) ㉢ 부산 승학공원: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환경권]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는 환경 해칠 우려로 공익이 사적 불이익보다 큼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원고기각 

06. (2003누 19885) ㉢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도시계획결정취소 [환경권] 

공청회의견이 계획결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 

천연기념물과 생태훼손 제기가 있으나 친환경적 공원계획으로 문제가 없을 것 

묘지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원고기각 

07. (97구 12015) ㉢ 서울 안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환경권] 

풍치지구에 대한 건축법 저촉 

재산상 손해보다 주택승인으로 자연환경 훼손에 의한 주민들의 권리가 더 중요 

도시자연 소유자 

도시계획 원고기각 

08. (97구 12671) ㉠ 서울 관악산: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반려취소 [재산권] 

기존 주택이 실제 종교시설로 사용하지만 도시공원법상 ‘기존 종교시설’이 아

님 

도시자연 소유자 

점용허가 원고기각 

09. (94구 1600) 대구 두류공원: 기부채납재산사용연장신청불허처분취소 [재산권] 

휴게소 매점 운영자가 시설에 재투자할 경우 공유재산의 증감에 해당하여 가액과 

임대료를 산정하여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할 수 있음 

근린공원 사용자○ 

관리운영 (대구시) 

기각 

10. (91나 8380) 서울 택지개발 공원예정지: 소유권이전 등기 [재산권]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어도 시가 토지를 계속 보유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원고기각 

11. (89나 208) ㉠ 과천 서울대공원: 손해배상 

도시공원법상 사용료 징수는 보관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공원주차장에 주차장의 

도단을 두고 관리하자라고 판단 할 수 없음 

자연·근

린 

일반시민 

손해배상 원고기각 

12. (80나 63) ㉠ 부산 금강공원: 보상금청구 [재산권] 

타인소유의 계획공원용지에 시가 철조망을 치고 배타적 점유할 수 없어 부당이득

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 

근린공원 소유자○ 

손실보상 (부산시) 

기각 

13. (74나 255) ㉠ 부산 금강공원: 보상금청구 [재산권] 

도시공원은 사권의 행사가 금지되어 임대료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근린공원 소유자 

손실보상 원고기각 

14. (4294민공 1824) 서울: 손해배상청구 [재산권] 

계약자가 공원예정지라 말이 없었고 건축을 하 수 없어 계약은 무효 

- 소유자 

손해배상 원고기각 

라) 지방법원 판례 

01. (2011구합 4444) 구미: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재산권] 

공원예정지에 법적 점용허가시설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산

지관련 서류 요건 등이 갖추어져야 함 

근린공원 소유자○ 

점용허가 원고기각 

02. (2009구합 4204) ㉢ 용인: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환경권] 

국토계획법상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여도 시 조례에 의거 위원회 절차 준수 의

무 

자연녹지지역은 법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이고 녹지 축 단절과 자연경관 훼손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원고기각 

 

03. (2009 구합 199) ㉢ 울산하늘공원: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환

경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수요량을 초과로 원고사업만 취소는 타당성이 없음 

납골시설 설치로 자연환경 훼손을 이유로 취소 처분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묘지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울산시) 

패소 

 

  



 208 

 
사건개요(당사자 주장과 심판 요지)와 권리사항 공원종류 원  고 

사건쟁점 주  문 

04. (2006구합 1150) ㉢ 부산: 도시계획근린공원결정무효확인 [재산권] 

시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구청장의 공원결정은 민주적 정당성으로 보아 타당함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원고기각 

05. (2005가합 70835) 서울 양재시민의 숲: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산권] 

조례상 10 만㎡이상 공원은 시 관리로 규정,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원용지는 시 귀

속 

근린공원 서울시○ 

권한쟁의 (서초구) 

패소 

06. (2004구합 19101) 서울 노을공원: 체육시설업등록거부처분취소 

골프장은 등록체육시설로 시는 사업자의 독점적 사용수익을 제한하기 위해 조례

를 변경하여 골프장을 공공시설물로 변경과 사업자의 등록을 거부한 사건. 그러나 

시의 고시만으로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다는 판례 

 사용자○ 

관리운영 (서울시) 

패소 

07. (2001구 51141) 서울 원지동 추모공원: 도시계획결정취소 [환경권] 

고등법원 (2003 누 19885) 판례와 동일 

묘지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원고기각 

08. (99구 2215) ㉢ 부산 봉대산근린공원: 도시근린공원결정처분무효 [재산권] 

광역시장이 소속 군수의 계획 입안 없이 공원결정은 절차상 문제로 무효임 

근린공원 소유자○ 

도시계획 (부산시) 

패소 

09. (자 94카합 2537) ㉠ 서울 청담공원: 공작물설치금지가처분신청 [환경권] 

골프연습장설치로 주민의 환경권이 침해 받았다 하더라도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사유재산권의 행사를 막을 수 없음 

근린공원 일반시민 

도시계획 모두기각 

* ‘○’ 표시는 청구인 또는 원고 승소, ‘㉠’은 「도시공원법」 및 「공원녹지법」 법률 쟁점,  

  ‘㉢’은 「도시계획법」 및 「국토계획법」 법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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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목차 비교 

구분 「공원법」 1967. 3. 3. 제정 「도시공원법」 1980. 1. 4. 제정 「공원녹지법」 2005. 3. 31. 전부개정 

총 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제 2 조 정의 

제 3 조 시범사업 

제 4 조 정책수립을 위함 조사 

공원계획  

제 4 조 국립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결정 

제 5 조 도립공원계획 및 공원사업의 결정 

제 6 조 지정 등의 기준 

제 8 조 공원지정 등의 폐지 또는 구역변경 

 

 [제 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제 5 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 등 

제 6 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제 7 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 8 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제 9 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 10 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효력 및 정비 

   [제 3장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녹지의 확충] 

제 11 조 도시녹화계획,  

제 12 조 녹지활용계약,  

제 13 조 녹화계약  

제 14 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 14 조의 2 자연적 녹지의 보전을 위한 조치  

[2009.12.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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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원법」 1967. 3. 3. 제정 「도시공원법」 1980. 1. 4. 제정 「공원녹지법」 2005. 3. 31. 전부개정 

공 원 의  

설 치  

및  

관 리 

 

 

 

 

 

 

 

제 7 조 도시공원에 설치, 제 9 조 공원관리청 

제 10 조 관리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 11 조 공원사업의 집행 

 

제 12 조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집행 

 

 

 

 

 

 

제 16 조 공원의 점용 및 사용 

제 18 조 원장회복 

[제 2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 3 조 도시공원의 세분 

제 4 조 조성계획의 입안∙결정 

 

 

 

 

제 5 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 6 조 비행정청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

치∙관리 

 

 

제 6 조의 2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1993.8.5. 신설] 

제 7 조 겸용공작물의 관리 

제 8 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 9 조 원상회복 

[제 4장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 15 조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 16 조 공원조성계획의 입안∙결정 

제 61 조의 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2009.12.29 신설] 

제 17 조 도시공원결정의 실효 

제 18 조 공원조성계획의 정비 

제 19 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 19 조의 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관리  

[2017.4.18 신설] 

제 20 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 21 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제 21 조의 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

에 관한 특례 [2009.12.29] 

제 22 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 23 조 겸용공작물의 관리 

제 24 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 25 조 원상회복 

제 25 조의 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예산지원 등에 

관한 특례 [2016.3.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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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원법」 1967. 3. 3. 제정 「도시공원법」 1980. 1. 4. 제정 「공원녹지법」 2005. 3. 31. 전부개정 

도시자연

공원구역 

  [제 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제 26 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 27 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 28 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 29 조 토지매수의 청구  

제 30 조 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 31 조 비용의 부담  

제 32 조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제 33 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출입제한 등 

제 34 조 공공시설의 귀속 

녹 지 의  

설 치  

및  

관 리 

 [제 3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 10 조 녹지의 세분 

제 11 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 12 조 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 12 조의 2 녹지의 점용허가  

[1993.8.5. 신설] 

[제 6장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 35 조 녹지의 세분 

제 36 조 녹지의 설치 및 관리 

제 37 조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제 38 조 녹지의 점용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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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원법」 1967. 3. 3. 제정 「도시공원법」 1980. 1. 4. 제정 「공원녹지법」 2005. 3. 31. 전부개정 

비용규정  

제 22 조 비용부담의 원칙 

제 23 조 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제 26 조 비공원관리청이 집행하는 공원사업에 

관한 비용 

 

 

 

제 24 조 원인자부담 

제 25 조 수익자부담 

제 28 조 부담금등의 귀속 

제 29 조 부담금등의 강제징수 

제 27 조 보조 

[제 4장 비용] 

제 13 조 비용부담 

 

 

제 14 조 입장료등의 징수 

제 15 조 점용료등의 징수 

 

 

제 16 조 원인자부담금 

 

제 17 조 부담금등의 귀속등 

제 18 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제 19 조 비용보조 

[제 7장 비용] 

제 39 조 비용부담 

 

 

제 40 조 입장료 등의 징수 

제 41 조 점용료의 징수 

제 42 조 점용료 등의 귀속 등 

제 43 조 점용료의 강제징수 

 

 

 

 

제 44 조 비용보조 

감독규정  

제 30 조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 31 조 공익을 위한 처분 

제 32 조 감독처분 

[제 5장 감독] 

제 20 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 21 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제 22 조 관리청에 대한 감독처분 

[제 8장 감독] 

제 45 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 46 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제 47 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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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원법」 1967. 3. 3. 제정 「도시공원법」 1980. 1. 4. 제정 「공원녹지법」 2005. 3. 31. 전부개정 

보칙규정  

 

 

 

제 19 조 금지행위 

제 34 조 공원위원회 

제 33 조 손실보상 

 

 

 

제 37 조 권리의무의 이전 

제 38 조 처분제한 

 

제 41 조 조례의 위임 

제 46 조 시행령 

제 20 조 영업의 제한 등 

제 21 조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제 35 조 토지기증자 

제 36 조 사권의 제한 

[제 6장 보칙] 

제 23 조 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제 24 조 손실보상 

제 25 조 지방물의 이전 

 

제 26 조 공원대상 

제 27 조 권리의무의 이전 

제 28 조 국 공유재산의 처분제한 

제 29 조 다른 국가사업에 대한 특례 

제 30 조 조례의 위임 

제 31 조 시행령 

[제 9장 보칙] 

제 48 조 문화재 등에 대한 특례 

제 48 조의 2 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2009.12.29. 신설] 

제 49 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제 50 조 도시공원위원회 

 

 

 

제 51 조 도시공원대장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대장 

 

제 52 조 국∙공유재산의 처분제한 

 

 

 

 

 

제 52 조의 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2009.12.29. 신설] 

벌칙규정  

제 43 조 벌칙 

제 44 조 동전 

제 45 조 양벌규정 

 

[제 7장 벌칙] 

제 32 조 벌칙 

제 33 조 동전 

제 34 조 양벌규정 

[제 10장 벌칙] 

제 53 조 벌칙 

제 54 조 벌칙 

제 55 조 양벌규정 

제 56 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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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도시공원법」 법률 및 명령 개정 

 

법명 주요개정년도 개정 내용 규제 

공 

원 

법 

’67. 3. 3. [제정]  

’73. 2. 16 공원기본계획 결정 공원위원회 심의 의무화 

공원 배후지역 및 진입지역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공원관리청 입장료와 사용료 직접 징수 

● 

도 

시 

공 

원 

법 

’80. 1. 4. [제정]  

’93. 8. 5. 체육공원 설치 추가 

도시계획법 제 84 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항 적용의 예외 규정 입법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민간시행자의 영구소유권 보장 

○ 

’99. 2. 8. 입장료 사용료 자율화 

건축물 또는 공작물 이전명령 규정 삭제 

점용물에 대한 권리∙의무 이전에 대한 허가∙신고 규정 삭제 

○ 

’00. 1. 28.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수청구권 신설 

2020. 7. 자동실효제(일몰제) 신설 

○ 

도 

시 

공 

원 

법 

 

시 

행 

령 

’80. 10. 6. [제정]  

’90. 9. 15. 점용허가 시설 추가 (공동구, 선착장, 비상급수시설, 지하대피시설 등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개축·대수선 허용. 기존 종교시설은 연면적 내 

증축 

○ 

’93. 8. 5. 농업·임업·어업·광업 종사자의 자가토지 내 66 ㎡이내 관리용 

가설건물 설치 

○ 

’97. 12. 27. 기존 보육시설 증축 (건축면적 증가 없이 2 층까지) 

나대지에 노외주차장 설치. (어린이공원 제외, 형질변경이 없을 것) 

○ 

’99. 4. 9. 농업·임업·어업·광업 종사자의 관리용 가설건물 200 ㎡이하로 

상향조정 

관리용 건축물 외 창고시설, 축사 및 식물 관련 시설 허용 

불용 경작지에 한하여 66 ㎡이내 관리용 가설건물 설치 

기존 종교시설과 보육시설 증축 허용 -> 모든 건축물 3 층이내 증축 

허용 

○ 

’00. 6.27. [도시계획 및 도시공원법 개정에 따른 관계조문 정리] 

미매수 토지의 건축물 설치 규정(단독주택 2 층 이하 건폐율 20%이하, 

그 외 공작물은 조례) 

● 

’02.12.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정에 따른 관계 조문 정리] 

30 만㎡ 해제 공원 지역은 친환경개발을 위해 제 1 종지구단위계획 

의무화 

● 

* ○ : 규제완화,  ● :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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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주요개정년도 개정내용 규제 

도 

시 

공 

원 

법 

 

시 

행 

규 

칙 

’80. 10. 6. [제정]  

’82. 4. 17. 시설추가 (노인정, 노인회관, 야외극장, 전시관, 문화회관, 청소년회관)  

근린공원에 설치 할 수 있는 교양시설은 도서관만으로 한정 

도시자연공원 안 20%이하 공원시설구역 설정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규정 (대중음식점, 약국, 

유스호스텔, 수화물예치소, 전망대, 시계탑, 주차장 및 매점, 식물원을 

제외한 교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등) 

도서관 설치기준 (3 만㎡ 이상 도시공원, 7 층 미만) 

○ 

’86. 1. 10. 시설추가 (씨름장, 레슬링장, 탁구장, 유도장, 태권도장 및 

롤러스케이트장) 

공원종류별 건폐율 상향 조정 

도시공원 안 2/100 또는 5/100 > 어린이공원은 5/100, 근린공원 

10/100~20/100, 도시자연공원은 4/100~10/100 

○ 

’87. 7. 24. 시설추가 (골프연습장, 승마장, 기원, 다과점, 사진관) 

승마장은 100 만㎡ 이상 도시공원에만 설치 

근린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에 기원 추가 

어린이공원은 근린생활단위에 1 개 관리시설을 설치하여 통합관리 

○ 

● 

’90. 9. 10. 시설추가 (배드민턴장, 요트장, 경륜장, 볼링장, 5 홀이하 간이골프장 등) 

간이골프장은 30 만㎡이상 근린공원, 100 만㎡이상 도시자연공원에만 

설치 

○ 

● 

’93. 6. 19. 철도 변 완충녹지 방음벽 등 안전시설 설치 - 

’93. 12. 30. 어린이공원 필수시설(장의자, 그네, 미끄럼틀, 변소 등)을 선별시설로 

완화 

체육공원은 1 만㎡이상, 공원시설부지(50% 이하)의 60%이상 운동시설 

설치 (골프연습장 제외, 3 종 이상의 체육시설) 

○ 

● 

’99. 4. 22. 시설추가 (당구장, 라켓볼 장, 럭비풋볼 장, 수상스키장, 스키장, 썰매 장, 

펜싱 장, 하키 장 등) 

10 만㎡미만 도시공원에 휴게음식점 설치, 묘지공원에는 장례식장과 

납골당 설치, 100 만㎡이상 체육공원에 승마장 설치 

골프연습장 설치 기준 (공원면적 5%미만, 절·성토 3m 미만, 1 개의 

공원에 1 개소 설치 등) 

○ 

 

 

 

● 

’99. 12. 8. 체육공원에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공간 확충 

체육공원 중 2002 년 월드컵경기장에 선수전용숙소, 운동시설관련 

사무실, 쇼핑센터 추가 

○ 

’00. 8. 3. 골프연습장 설치기준 조정 (10 만㎡이상 근린 및 도시자연공원에 설치,  

10 만㎡ 미만일 경우 부대시설 포함 면적 330 ㎡이하이고 연면적의 

1/2 를 넘지 않을 것 등) 

● 

’03. 12. 30. 2002 년 월드컵경기장에 예식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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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및 명령의 개정 

 
법명 주요개정년도 개정내용 규제 

공 

원 

녹 

지 

법 

’05. 3. 31. [전부개정]  

’09. 12. 29. 도시자연공원 내 토지 세금 감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도시공원공구 및 10 ㎡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 제외 

공원녹지기본계획 국토해양부장과 승인권 폐지 

경미한 변경의 경우 도시공원위원회와 주민의견청취 절차 생략 

민간공원 특례제도 신설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5 년 경과 후 도시공원 필요여부 재검토 

동년 12 월 31 일 도시자연공원의 구역 자동전환 기간 연장 

○ 

’10. 4. 15. 매수청구대상 토지의 점용기간 이후 원상회복 의무 배제 ○ 

’11. 4. 1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고시 후 10 년 지나 지방의회가 해제권고 ○ 

’12. 12. 18. 민간공원 시행 요건으로 사업비(토지매입비 및 조성공사비) 4/5 현금예치 ● 

’13. 5. 22. 도시농업공원 설치 추가 - 

’15. 1. 6. 벌금 현실화 - 

’15. 1. 20. 민간공원 시행 요건 완화. 현금예치율 토지매입비 4/5 및 비공원시설부지 

30%까지 확대 등 

○ 

’16. 3. 22. 국가도시공원의 지정 및 예산지원에 관한 특례 신설 ○ 

’16. 5. 29.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국가 등의 수목장림 설치 허용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일정 범위의 토지분할 허용 

○ 

’17. 4. 18. 도시공원 내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및 비상벨 설치∙관리 ● 

공 

원 

녹 

지 

법 

 

시 

행 

령 

’05. 12. 9. [전부개정]  

‘06. 6. 12.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하에 전기통신관 설치 ○ 

‘10. 6. 29. 주거상업공업용 단지 조성사업 중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계획 대상은 주

거용도 계획된 사업 1 만㎡ 이상 사업으로 함 

도시자연공원 거주민 지목이 ‘대’로 한정하여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 신

축 

○ 

‘10. 10. 1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 ○ 

‘11. 10. 19. 공원 내 전통사찰 증축 허용 ○ 

‘12. 3. 13.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어린이집 설치 ○ 

‘12. 4. 1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 ○ 

‘13. 11. 22. 도시농업공원 신설 

점용대상에 열수송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음식점제과점 추가 

○ 

* ○ : 규제완화,  ● :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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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주요개정년도 개정내용 규제 

공 

원 

녹 

지 

법 

 

시 

행 

령 

‘14. 9. 2. 점용대상에 운송통로와 창고시설 추가 (토심 규정을 1.5m 이상) ○ 

‘14. 10. 22.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활용 소자본 창업 일자리 창출 ○ 

‘15. 8. 11. 파출소외 지구대도 공원 내 설치 ○ 

‘16. 3. 29. 도시자연공원 취락지구 신축 면적 확대, 

점용시설 분산형 전원설비, 영화촬영 가설물 추가 

전통사찰 및 문화재 증축 대상 모든 도시공원으로 범위 확대 

○ 

‘16. 9. 29. 국가도시공원 지정요건을 면적 300 만㎡ 이상, 지자체 소유권 확보 ● 

‘16. 11. 29. 공동심의를 위한 25 명 이내 공동위원회 구성 

도시자연공원구역내 공익사업을 위해 200 ㎡ 미만 토지 분할 

○ 

‘17. 10. 17. CCTV 및 비상벨 설치∙관리의 경우 매년 주민과 관할 경찰청 의견 반영 

도시공원 예정지 내 개발사업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설치 

● 

○ 

공 

원 

녹 

지 

법 

 

시 

행 

규 

칙 

‘05. 12. 9. [전부개정]  

‘08. 11. 10. 유스호스텔 허용 대상 공원 확대(100 만㎡ 이상 근린공원→모든 

도시공원) 

100 만㎡ 이상 체육공원에 선수숙소, 대형마트 및 쇼핑센터 등 추가 허용 

○ 

‘09. 12. 15.  장애인복지회관 설치 허용 ○ 

‘10. 6. 30.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은 1 인당 3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태양광발전시설 포함 

○ 

‘10. 10. 8. 어린이공원 내 기존 경로당 개선 가능, 체육공원 내 문화회관 설치 ○ 

‘11. 8. 31. 국공립보육시설로만 설치 가능하였던 도시공원 내 산업단지의 경우 

직장어린이집도 설치 가능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 내 저류시설 설치 

○ 

‘12. 12. 11. 공원조성계획에 범죄예방계획 포함 

역사공원 내 역사관련 시설 설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대학 기숙사 설치근거 마련 

○ 

‘15. 2. 12. 보육시설 확대 설치(1 만㎡ 이상 근린공원→모든 도시공원) ○ 

‘15. 9. 11. 30 만㎡ 이상 근린공원 내 보훈회관 설치 허용 ○ 

‘16. 3. 31. 어린이공원 내 경로당 연면적 증축 가능 

동물놀이터 설치기준 변경(30 만㎡ 이상 근린공원→10 만㎡ 이상) 

○ 

‘17. 10. 27.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변경(10 만㎡→ 5 만㎡ 도시공원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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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도시공원 결정과 설치 절차의 변천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결정 

및 

설치 

조선총독 입안 → 부회, 읍회 또는 면협의회의 의견청취 → 조선총독 결정 

 

→조선총독이 정한 행정청이 사업시행 

 

 1962년 「도시계획법」 제정 1971년 「도시계획법」 전부개정 

사전 

결정 

국토건설청장(건설부장관) 도시계획 입안 

↓ 

관계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국토건설청장(건설부장관) 결정 

시장·군수가 도시계획 입안 

↓ 

관계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건설부장관 결정 

사후 

결정 

 ↓ 

2 년 동안 도면작성 없는 경우 실효 

설치 ↓ 

국토건설청장(건설부장관) 승인 

↓ 

각 령이 정한 행정청이 사업시행 

↓ 

‘67 년 「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도시공원위

원회 심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도시계획 관할 구역 시장∙군수 재량으로 사업

시행 

 

 1981년 「도시계획법」 개정 2000년 「도시계획법」 전부개정 

사전 

결정 

시장·군수 20 년 단위 도시기본계획 수립 

(공원녹지계획 포함) 

↓ 

관계 지방의회, 공청회 의견청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건설부장관 결정 

(‘82 년 어린이공원은 시∙도지사 결정) 

↓ 

‘80 년 「도시공원법」에 따라 시장∙군수 공원

조성계획 입안 

주민 도시계획 제안 

↓ 

시장·군수 20 년 단위 도시기본계획 

(공원녹지계획 포함) 

↓ 

관계 지방의회, 공청회 의견청취 

↓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결정 

↓ 

시장∙군수 공원조성계획 입안 

사후 

결정 

↓ 

결정 후 2 년내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 

(시장·군수 5 년마다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검

토) 

↓ 

2 년 동안 도면작성 없는 경우 실효 

↓ 

결정 후 2 년내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조달, 보상계획 보함) 

↓ 

20 년 경과, 미집행시 시설결정 실효 

설치 ↓ 

시장∙군수 사업 시행 

↓ 

’91. 3. 서울시 조례에 따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시장∙군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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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사전 

결정 

시장∙군수 도시관리계획 입안 

↓ 

주민의견 및 의회 의견 청취 

↓ 

관계행정기관 협의 

↓ 

해당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결정 

↓ 

시장∙군수 공원조성계획 입안 

사후 

결정 

↓ 

10 년 경과,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시 결정 실요 

(’05. 3. 공원녹지법) 

10 년 경과, 지방의회 해제권고(’11. 4. 14.) 

10 년 경과, 토지소유자 도시계획 해제 신청(’15. 8. 11.) 

↓ 

5 년 경과, 공원 필요성 재검토 후 불필요시 해제  

(’09. 12. 공원녹지법) 

↓ 

20 년 경과, 미집행시 시설결정 실효 

설치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05. 3. 공원녹지법) 

↓ 

시장∙군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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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0] 도시공원 설치 및 규모 기준의 변천 
 

가. 경성부도시계획서(1930) 계획공원 기준 

종 류 소요면적(㎡/인) 및 대상기준 유치반경 공원면적(㎡) 최소면적(㎡) 

아동공원 12 세 미만의 아동, 인구 1 인당 

5.0 

500m 이내 983,000 3,000 

근린공원 인구 1 인당 0.7 750m 이내 497,000 25,000 

도시공원 인구 1 인당 1.5 도시 전구역 1,065,000 50,000 

운동공원 청소년 1 인당 2.0 교통기관이용 30 분 

내외 

519,7000 15,000 

합 계   3,065,000  

 

 

나. 경성도시계획요람(1938) 조선총독부공원계획표준안 

1. 대공원(10ha 이상) 

보통공원: 유치거리 2km, 6 개소 

운동공원: 도달시간 30 분 이내, 2 개소 

자연공원: 5 개소 

2. 소공원(10ha 이하) 

근린공원: 유치거리 1km, 25 개소 

아동공원: 유치거리 0.3km, 76 개소 

근린운동공원: 2 개소 

3. 도로공원 

공원간의 연락, 풍치, 방화

상 필요, 10 개소 

 

 

다. 조선총독부고시(1940) 경성시가지계획공원 결정 (단위: m, ㎡) 

종별 기호 기본  배치    비고 

  유치거리 최소면적 종별 유치거리 동상비 가산면적  

대 

공 

원 

보통 A 2,000 100,000 A 2,000 8 150,000  

운동 B 4,000 100,000 B+A 4,000 16 150,000 “ 

자연 C 6,000 100,000 C+A 6,000 24 200,000 이

상 

 

소 

공 

원 

근린 a 1,000 50,000 a+b+c 1,000 4 80,000 a+b+c 

아동 b1 700 8,000 b+c 500 2 16,000 b1+b2 

b2 500 8,000 

유아 c 200 1,500 c 250 1 1,500  

 

 

라. 서울시(1968) 계획공원기준계획보고서 

 대공원 자연공원 (도시민 일반이 자연풍치에 준하는 용) 

보통공원 (위락운동, 관상, 교육용) 

운동공원 (주로 운동용) 

공원 소공원 근린공원 (근린거주자의 노소일반의 위락용) 

아동공원 소년공원(14~15 세), 유년공원(11~12 세), 유아공원(학령전) 

 특수공원 도로공원 

묘지공원 

문화재공원(고궁 사찰 등의 공개녹지) 

준공원  보전녹지(주로 풍경이 특이하고 보안상 보전되는 것 

유원지(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중의 위락에 공여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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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도시공원법 시행규칙」(1980)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공원구분 기능 설치기준 유치 

거리 

규모 

어린이공

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제한없음 250m  

이하 

1,500 ㎡ 

이상 

근린공원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근린생

활권 

주로 근린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없음 500m  

이하 

1 만㎡ 이

상 

 도보권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

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

공원 

제한없음 1,000m 

이하 

3 만㎡ 이

상 

 도시지

역권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

에 설치 

제한없음 10 만㎡ 

이상 

 광역권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

인 이용에 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

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

에 설치 

제한없음 100 만㎡

이상 

도시자연 

공원 

자연경관지를 보호하고, 시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양호한 자연조건 또는 역사

적 의의가 있는 토지의 유

지, 보전과 그 적절한 이용

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 

제한없음 10 만㎡

이상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묘지와 공

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된 공원 

정숙한 장소로서 장래시가

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

연녹지 지역에 설치 

제한없음 10 만㎡

이상 

체육공원 

(1993 신

설)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

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당해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

분히 발휘 할 수 있는 장소

에 설치 

제한없음 1 만㎡ 

이상 

 

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공원구분 기능 설치기준 유치 

거리 

규모 

1. 생활권공원     

소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어린이공원 구 「도시공원법」과 동일    

근린공원 구 「도시공원법」과 동일    

2. 주제공원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

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성을 활용

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

으로 하는 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변 호수변 등 수변공

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 휴

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

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없음 제한없음 

묘지공원 구 「도시공원법」과 동일    

체육공원 구 「도시공원법」과 동일    

조례공원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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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5)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기준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1. 「도시개발법」에 의

한 개발계획 

가. 1 만제곱미터 이상 30 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 인당 3 제곱미

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 만제곱미터 이상 100 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 인당 6 제곱

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9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 만제곱미터 이상: 상주인구 1 인당 9 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2. 「주택법」에 의한 주

택건설사업계획  

1 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1 세대당 3 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

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3. 「주택법」에 의한 대

지조성사업계획 

10 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계획: 1 세대당 3 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

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계

획 

5 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1 세대당 2 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

계획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가. 10 만제곱미터 이상 30 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 인당 6 제곱

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2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나. 30 만제곱미터 이상 100 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 인당 7 제곱

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5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다. 100 만제곱미터 이상 330 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 인당 9 제

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18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라. 330 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계획: 상주인구 1 인당 12 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

발 부지면적의 20 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7.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사업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 인당 3 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8. 「지역균형개발 및 지

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 

가. 주거용도로 계획된 지역: 상주인구 1 인당 3 제곱미터 이상 

나. 전체계획구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규정

에 의하여 작성된 산업입지개발지침에서 정한 공공녹지 확보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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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 

’23 관동대지진 

’32 만주식민지 

 ’36 금강산국립공원 건의 

 

 ’45 독립, ’50 전쟁 

대도시 인구유입 

(무허가 건축) 

’51 경주공원화 건의 

 

’61 군사혁명정권 

 

 

 

 

 

 

 

 

 

 

 

정

책 

’21 경성도시계획연구회 

’30개원공원 반영 

  

 

’40 경성부 공원결정 

’44 부산 공원결정 

’50 올림픽운동장계획 

’55 남산수도재건기념공원 

’54 수도재선방침 

’56 도시계획 중지 

’62 도시계획조사요강 

 

 

 

’58 도시계획법(안) ’59 국립공원법(안) 

’59 공원법(안) 

 

 

 

 

  <쟁점> <입법>     <쟁점> <입법>  <쟁점>  

확

보 

 보건 

 

 

방공 

 

 

 

 

 

 

 

자유공

지보전 

’34 「조선시가지계획령」 

시가지계획시설로서 공원 

 

소유권외 권리 수용∙사용 

 

 

 

토지구획정리에 변경∙폐지 

 

 

 

토지등의 보전 

 

 

 

 

 

 

 

 

 

 

 

 

 

 

 

 

 

 

 

 

 

 

’57 용마,뚝도공원 

 

 

 

 

 

 

공원내 조건부 가건축 

 

공원용지 (부정)불하 

↑ 

’56 남산, ’58 장충단 공원 

’61 용두산공원 

 

 

 

 

 

 

’62 도시공원재정비 

(해제기준, 추가기준) 

묘지공원 지정 

도시내 공원부족 

 

 

 

 

 

 

녹지대 매각 문제 

 

’62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유지) 

 

소유권외 권리 수용∙사용(유지) 

공공용지의 편입(신설, 공원 국가소유화) 

 

 

토지구획정리에 변경∙폐지(유지) 

국유토지의 처분제한(신설) 

 

 

토지등의 보전(유지) 

 

 

’62 「공원법(안)」 

 

 

 

 

도시공원 포함 

 

폐지제한 

 

 

 

점용허가 

 

 

’63 「공원법(안)」 철회 

↑ 

주무부 불확실 

재정 부담, 시기상조 

 

’64 공원법(안)」 재심사 

 

 

 

 

 

↑ 

’63 삼청공원 불하 

’64 사직공원 불하 

조

성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설치 

 

 

 

’41 남대문공원 

 

 

’52 제 1 중앙지구 

공원조성 

(수표,명동, 동대문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설치(유지)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공원 설치 

 

기 법률로 설치 가능 

 

 

 

이

용 

∙ 

질 

  풍치지구 

(공원주변 건축제한) 

 전투에 의한 공원훼손 

공원내 피난민 수용 

개인건축 잠식 

 

 

 

공원 황폐화 

무질서한  

시가지 확산 

 

녹지지역 

(신설, 건축제한) 

 

시설종류 명시 

 

 

사권의 제한 

↑ 

’61 도로법 사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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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 

 ’66 김현옥 서울시장 취임 

 

’71 광주대단지 사건 

’72 유신헌법 

’77 「환경보전법」 제정 

’77 수도권인구재배치 

 

 

’79 박대통령 사망 

 

’80 신군부정권 

’80 환경권 「헌법」 명문 

 

 

’87 제 9 차 「헙법」개정 

 

’88 서울올림픽 

’88 지방자치제 부활 

정

책 

 ’66 서울 12 개년 도시계획 

 

’70 새마을 운동 

’73 신도시 건설 

’74 국토공원화 지시 

’75 도시계획사업 특별조치 

’77 「도시공원법」 건의 

’78 공장이전적지 녹지조성 

 

 

’80 서울도시개발 장기구상  

및 중기계획 

’82 수도권정비계획법 

 

’82 도시녹화 5 개년계획 

’85 서울시 공원녹지정책방향 

’88 시범도시공원 

 

  <입법>   <쟁점> <입법>    <쟁점> 

확

보 

 ’67 「공원법」 

 

 

 

 

 

 

폐지제한 

 

 

 

점용허가 

(건축물 행위 제한) 

 

’71 「도시계획법」 

손실보상(신설) 

(법적 구체성 결여) 

 

 

 

지자체 도시계획 입안(변경) 

도시계획의 실효  

(결정2년내 도면 미작성시) 

 

 

행위등의 제한 

 

 

 

 

 

 

 

 

 

빈번한 공원변경  

’67 14개 개원공원 불하 

공용건축 건립 

 

기존건물에 의한  

법위반 사례 급증 

 

도시공원 방치 문제* 

사유지 전면 매수 필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 

제도 분리 

공장학교 이전적지 공원화 

 

도시계획(공원) 연속성  

요구 

 

 

소유권 제한 완화 

’78 「도시녹지공원법(안)」 

사토지 징수계획 

 

 

 

 

 

 

 

 

 

소유자 우선 점용허가 

’80 「도시공원법」 

사토지 징수계획(삭제) 

 

 

 

 

 

 

 

 

 

(좌동) 

’81 「도시계획법」 

장기미집행 용어 등장 

 

 

 

 

 

20년단위 도시기본계획 

 

 

 

연차별집행계획 

(사유재산 활용제도) 

 

’8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책요구 

(도시공원내 민자유치) 

 

 

 

 

 

 

 

’81 무허가주택 양성화 조치 

(공원내 기존건축물 적용 제외) 

 

 

개인재산권의 과도한 침해 

불합리한 도시계획 현실적 조정 

 

 

 

 

 

 

 

 

공원내 생활환경 악화 

재난∙방화발생의 위험 

농임업 생계여건 고려 

조

성 

 도시공원 설치 

도시공원위윈회 심의 

 

민간의 공원사업 

집행(신설) 

↑ 

’66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사업자 소유자∙조합 확대 

지방자치단체 재량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공원 민영화 

공원 유료화 

 

 

 

 

2 년내 조성계획  

도시공원위원회(삭제) 

 

 

민간의 공원 설치∙관리 

(2 년내 삭제) 공원조성계획 

(좌동) 

 

 

(좌동) 

 

전문연구기관 자문 

 

 

 

 

’82 서울대공원 민간투자 공모 

’83 봉은사 첫 민자공원 

 

 

 

 

민자공원 사업유치 저조 

 

 

 

이

용 

∙ 

질 

 시설종류 명시 

↑ 

’65 건축법 시행령 

공원경역내의 건축(신설) 

 

사권의 제한 

 

 

 

공공시설및토지등의 귀속 

(민간시설의 공용귀속) 

개발제한구역 

공원시설의 대형화 

 

 

 

 

공권력에 의한 

비공원목적 행위 

도시공원 잠식 문제* 

엄격한 시설기준 필요 

 

 

 

공권력 남용 

 

시설설치기준 규정 

 

 

 

 

사권의 제한(삭제) 

(좌동) 

 

 

 

 

(좌동) 

 

 

’84 건전여가생활 활성화 

(민간자본을 유치한  

도시근린공원 개발) 

수익시설 요구 

동적여가시설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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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 

 ’91 지방자치제 확립 ’93 문민정부 출범  ’98 국민의 정부 

미집행시설 해소 공약 

 

 

 

 

 

 

 

 

 

 

 

 

’13 박근혜 정부 출범 

규제개선 중심 투자활성화 

정

책 

 ’91 남산제모습가꾸기 사업 ’93 규제완화 조치 ’93 서울시 도시공원 정비기준 

’93 시∙구 공원시무 구분 

’98 규제개혁 

’98 생명의 나무 심기운동 

 

 

’02 생활권녹지  

100 만평 늘리기 

’03 그린트러스트  

민관파트너쉽 

’06 강북균형발전 

공원개발 

 

 

 

 

도시 및 건축 규제혁신 

 

  <입법>    <쟁점> <입법> <쟁점> <입법> <쟁점> <입법>  

확

보 

  ’91 「도시계획법」 

 

 

 

도시기본계획(유지) 

광역도시계획(신설) 

도시기능분담, 환경보전 사항 

 

자치구청장 권한 재위임 가능 

 

 

점용기준(변경) 

무게중심 > 종류와 기간 

’93 「도시공원법」 

 

 

 

 

 

 

 

 

 

 

’90, 93 시행령 

기존건축물 개축∙대수선  

관리용가설건물설치 

 

미집행공원 재산권자 승소 

대모산(’97), 상도(’98) 

 

 

 

 

 

’92 서울시 공원용지 

38만평 해제 논란 

 

공원지정해제 요구 

사유지보상과 이주대책 

취락지구 용도결정 

’98 그린밸트 헌법불일치 

‘99 미집행시설 헌법불일치 

 

 

 

 

 

 

 

 

 

 

’98 도시자연공원 녹지구역 

전환 건의 

공∙사익 균형 필요 

보상입법 필요 

 

’00 「도시계획법」 

매수청구권제도(신설) 

단계별 집행계획 

’02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신설) 

광역도시계획(유지) 

 

 

실효제도(20년, 신설) 

일몰제도(’20.7.1.신설) 

 

 

 

국가개입과 지원 필요 

 

녹지연계축 

(도시녹지정비) 

 

 

일몰제 대비* 

 

도시자연공원 개혁 

’05 「공원녹지법」 

 

 

 

 

공원녹지 의무확보 

 

 

10 년내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시 결정실효)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구역내 매수청구권 부여 

구역내 취락지구 지정 

 

 

 

국가개입과 지원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산권 형평성 문제 

 

‘09 이후 「공원녹지법」 

 

 

’16 국가도시공원 

 

 

 

 

’09 필요성 재검토 

 

 

’09 구역전환기간 연장 

 

’10 구역내 신축 가능 

 

 

 

 

 

 

 

 

’14 「해제 가이드라인」 

(비재정적 집행가능성 검토) 

 

 

조

성 

  

 

 

 

 

 

 

 

 

’93 법률 

민자시설공용귀속 예외조치 

 

 

 

 

’91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91 계양산 민자유치논란 

’95 서울 공원녹지 확충  

5개년 계획 

’96 마을마당 조성 

 

 

 

도시공원 전문성 필요 

 

 

 

 

 

’00 「개발제한구역법」 

그린벨트내 공원설치 

 

 

 

 

 

 

 

공원조성계획(유지) 

도시공원위원회(부활) 

 

공원관리청이 아닌자 의 

공원 및 시설 설치관리 

 

 

 

적극적 민자유치 

(비재정방식) 

공원조성으로 그린벨

트 훼손 논란 

 

 

 

’09 민자공원특례제도 

’12 민간사업자 요건 완화 

’12 대학기숙사 건축 허용 

 

 

 

비공원시설 설치 

(추동∙직동, 월평 등 

지역내 갈등 심화) 

 

이

용 

∙ 

질 

  

 

 

 

 

 

’92 시행령 

환경오염방지사업 > 녹지∙공원 

’87 시행규칙 

골프연습장 등 추가 

 

 

’93 법률 

체육공원(신설) 

 

 

청담(‘94), 초안산(‘98) 등 

골프연습장 설치 주민 저항 

 

’93 서울대공원 안전사고 배상 

 

 

’97 공원자원봉사자 육성 

’97 공원자원봉사자 육성 

 

 

 

 

 

 

 

’99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환경권 주장 

 

 

 

 

 

 

도시공원 시민참여 필요 

 

 

 

 

 

 

’00 「도시계획법」 

주민 도시계획 제안권 

 

 

 

’02 시설안전성 확보방

안 검토(규제개혁과제) 

 

 

 

 

 

 

공원시설 안전조치(신설) 

도시공원 종류 다양화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녹지계약, 녹지협정 

공원시설 적정 논란 

(골프장, 건축시설등) 

 

소형공원 우범화  

우려 

 

 

기숙사 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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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legal system regarding the urban parks in South Korea has a history 

of more than eighty years, from the 「Chosun Planning Ordinance」 enacted in 

1934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 government to the 「Act on Urban Parks, 

Green Area, ETC」 today. During this period, the legal system has promoted 

the growth of urban parks by regulating them with social obligations. However, 

the system has also created issues. As a “social mirror and text of the Age,” 

the legal system is a medium to link the past to the future and to combine 

social needs with historical experiences. The best way to understand the urban 

parks and their transitions within a specific era is to investigate the concurrent 

changes that took place within the legal system. The legal system is not 

something reserved exclusively for lawyers but rather a tool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communitie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improved social 

and natural scientific technologies. This is why expertise in urban parks should 

be leading the legal system rather than simply being incorporated into the 

existing institutions. In this regard, a study that examines the legalities 

surrounding urban parks based on problematic experiences of landscape 

architects is necessar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 issues from the 

legal system regarding urban parks. To achieve this, the intrinsic attributes 

and properties of the legal system for urban parks are outlined in Chapter I. An 

urban park code is “a system that regulates urban parks.” While it maintains 

its system in relation to other laws, it is also specialized to urban parks. 

Additionally, although it functions as the “judge”in a country, it is still “an 

instrumental means” to realize the strategic planning of urban parks. As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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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attribute, it performs the function of maintaining the existing order while 

implying the possibility of changes to accommodate for new demands. In 

summary, an urban park law has contradictory characteristics and a complex 

structure that infringes, preserves, uses, and manages urban parks in relation 

to other laws. In order to examine urban park laws, the discussions need to not 

only focus on the interactions and the conflicts between the regulation of urban 

parks and issues that arise from it but also understand the legal system and 

their limitations in improving the issues of urban parks for each era. Henc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rban park laws by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urban parks and impro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legal system. 

Chapter II investigates the overall history of urban park laws. The changes 

to the urban park laws are examined in terms of their periodic context, 

legislation process, enactment and amendments. Then,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ve laws enacted since 1934 are examined. ① The modern laws of 

the「Chosun Planning Ordinance (1934)」 and 「(old) Urban Planning Act 

(1962)」 do not specify legal texts for parks. However, they establish the 

principles of the urban planning system that secure areas for parks and 

regulate land use in those areas. As a result, the ownership of the parklands 

embodied a social duty, since developments in these areas were inhibited to 

prevent environmental damage. ② In 1967, when the 「Park Act」 was 

enacted, the term “urban park” was used and the legal text was established. 

Since then, urban parks have been included in urban planning facilities; the 

securing of urban parks as part of urban planning has been regulated as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parks under the urban park law. Most of 

the provisions for the Urban Park Law are borrowed from the Road Law and 

the Urban Planning Act. The park law was enacted according to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and principles because the lack of pre-existing urban park 

policy at the time forced lawmakers to rely on other legal frameworks; such 

influence from other laws was also due to the urgent need for introducing 

strict management regulations to prevent indiscriminate park eradication by 

the private sector. ③ The 「Urban Park Act」 enacted in 1980 is an 

independent legislation regarding urban parks. Originally, this law worked as 

an independent regulation to prevent the encroachment and neglect of urban 

parks. Due to the rescission of clauses related to land security and 

compensation during the evaluation proces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legal 

provisions were designated under the Urban Planning Act. In 1993, when the 

Local Autonomy Law was launched and deregulation policy enacted, the 

「Urban Park Act」 changed from the existing regulation system into the civil 

service-oriented format, and the laws were frequently revi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exception clauses in the 「Urban Planning Act」 were newly 

added, restrictions on land owners’ rights for long-term unplanned urban 

parks began to be eased, and institutional support increased to promote priv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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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on in urban parks projects. ④ In 2005, the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institutionalized existing park policies in order to 

completely compromise the urban park law.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secure 

park areas under this act as well as the urban planning law, the latter being the 

traditional method. Also, various exceptional clauses were enacted to solve 

problems related to long-term unplanned urban parks and urban natural park 

areas that were not could not be contained within the concept of the existing 

regulation. When examining the changes in urban park regulations in general, it 

becomes clear that independent regulation systems for urban parks are 

increasing and the laws that focus on regulation have begun changing their 

attitudes. 

In chapter III, critical issues of urban parks are examined for specific 

elements that can help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rban park issues 

and the institutional systems. Related policy and institutional research, citizen 

participation, news articles, and judicial precedents are collected and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of urban park securement, construction, and management. 

Specific issues related to these are as follows: the long-term unplanned urban 

parks, the existing buildings in the planned parks, the cancellation and efficacy 

of urban parks, the burden of expenses in urban park projects, private 

participation in urban parks,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of urban parks, and 

the safety management of urban parks.  

Chapter IV discusses each issue described in chapter III in order to 

understand the origin of each problem and to investigate ways that will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their limitations. ① Long-term unplanned urban 

parks were a crucial obstacle in securing urban park areas. This is because of 

the land law that tends to override private property rights as well as the 

administrative policy of exaggerating municipal power that is based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decisions in urban planning. Since 

1980, the government has institutionalized various issues such as mitigating 

regulations on existing buildings, rebuilding urban parks by lifting and 

invalidating regulations, promoting urban park projects in the private sector, 

and converting areas of urban natural parks. ② When constructing urban 

parks, local governments are responsible for the construction cos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arry out these projects with the poor financial situation in local 

municipalities, and the government only provides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process of enacting urban park projects. ③ In terms of the urban park 

management, urban park law has continuously deregulated the standards of 

park facility installation to promote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urban 

park projects. Although private businesses in urban parks have been making 

profit from public goods, prudent considerations for urban parks’ 

environmental protection are ex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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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ove analysis found the limitations to the urban park law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ncentrating on resolving public complaints regarding the 

long-term urban parks, the ratio of relief for private rights has been rising, 

while that of regulations for securing public interest has been decreasing. As a 

result, the revisions to legal institutions and frameworks has frequently caused 

the development of urban parks to be canceled. Considerations of the function 

and purpose of urban parks are limited due to the issues of profitability. 

Second, because the self-imposed methods for park development are 

insufficient, they fail to guarantee effectiveness and equit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self-imposed urban park development is based on the efficiency of the 

law rather than potential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Third, there is 

a lack of an institutional system to improve the quality of urban parks that can 

consider the park user and citizen participation. This is because the system 

has been operated as a sub-system to urban planning, which aims to secure 

urban park lands and to improve the law system that prioritizes the land 

owners. 

For a long time, legislators treated the urban park laws as part of the urban 

planning laws and failed to reflect on the opinions of the professionals in the 

field, mainly the landscape architects, as well as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urban parks. Also, urban park law was used as a means to resolve the issued 

regarding the urban parks rather than to lead their further developmen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rban park law must change its 

attitude to concentrate on the users. This is because the problems of urban 

park law stem from its operational subject, which has focused on the public in 

the past but now centers on land owners. Second, in order to develop into an 

“urban park law” that can lead the construction and the maintenance of 

urban parks, diverse and experimental urban park policies should provide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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