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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스마트 도시로 진입하면서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

미 우리는 노트북과 인터넷, 앉을 공간만 있으면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수행할 수 있다. 특정 활동을 위해 물리적으로 이동하

는 대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장을 보고, 은행 업무도 처리하며, 영화 관

람 등 여가생활도 즐긴다.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사물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스마트 도시의 플랫폼이 밀도 있게 형성될수록, 즉 플랫폼에 데이터가 광범

위하고 다양하게 수집될수록 도시 공간의 이용방식은 개인별 수요에 맞추어 

복합적이고 탄력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도시계획 법제의 규율은 한정된 공간에서 단일한 주된 활동이 수행된다는 

용도 개념을 전제로 한다. 활동을 크게 주거ㆍ상업ㆍ공업으로 분류하여 토지

에 용도를 부여하고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제한한다. 각 활동의 내용, 활

동간 관계를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배치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그러므로 

스마트 도시가 변형시키는 공간의 이용방식은 도시계획 법제의 근간을 흔든

다. 한 공간에서 복합적으로 수행되는 활동들이 기존의 용도 개념을 형해화

시키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된 규율체계는 실제와 맞지 않게 된다.

더 나아가, 도시계획 법제가 기반시설을 규율하는 방식도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기

반시설의 물리적 구조에 의해 수행되어왔다. 따라서 행정주체의 공공서비스 

제공의무는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중심으로 규율되었다. 기반시설이 수

용하여야 하는 활동량에 따라 물리적 시설의 규모가 결정되고, 공공서비스의 

제공범위와 내용은 시설의 위치와 형태로 결정되었다. 이와 같은 현행 방식

은 스마트 도시에서 제공되는 고도화된 공공서비스를 담기 어렵다. 스마트 

공공서비스는 기반시설의 물리적 구조를 초월하여 도시 플랫폼의 시스템과 

결합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반시설의 기능이 시스템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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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반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도시가 현행 도시계획 법제와 충돌하는 지점을 포착하

여 대안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방향성의 핵심

은 총 세 가지이다. 첫째, 한정된 공간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복합화되므로 

더 이상 활동의 종류로 공간을 구획하여 일률적 요건으로 규율할 수 없다. 

둘째, 도시계획 법제로 규율되는 범위가 공중ㆍ지하로 확장되고 건축물 내ㆍ

외부 구조 및 형태에까지 미친다. 마지막으로, 도시 플랫폼을 통해 공간 이

용방식이 중층화되면서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이 통합적

으로 연계된다.

이와 같은 방향성에 맞추어 현재 도시계획 법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일

한 대안은 지구단위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구조를 활용하여 필지별

로 용도와 형태를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부속 규정 등을 활용하면 2차

원 평면의 지형도면에 국한된 규율 범위도 입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무엇

보다 도시 플랫폼을 매개로 연계되는 다양한 계획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이 지구단위계획의 효용성을 배가시킨다. 물론, 이와 같은 지구단

위계획의 활용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종속되어 작용하는 현행 체계에서

는 불가능하다. 유연한 규율 목적을 반영하여 독립적이고 기능적인 용도 분

류를 갖추고, 이를 활용한 탄력적 규율체계를 정립하였을 때 가능한 청사진

이다.

주요어: 스마트 도시, 토지이용,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스템

학  번: 2017- 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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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도시는 사람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사람들의 활동이 물이라면, 

물을 담는 그릇이 도시이다. 그릇이 마련한 공간에 맞추어 물이 담긴다. 물

론, 그릇과 물의 관계가 이렇게 일방적이지만은 않다. 물의 양이 많아지면 

담는 그릇의 크기가 커져야 한다. 

도시 공간과 사람들의 활동은 물리적으로 이러한 일차원적 관계를 맺어왔

다.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물의 부피였고, 이를 수용할 적합한 공

간의 크기가 중요했다. 물이 흘러넘칠 것 같으면 그릇의 모양을 넓히거나, 

넓힐 수 없다면 높이를 높였다. 넓이와 높이에 모두 한계가 있다면 물을 덜

어내어 다른 그릇에 담게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 물길을 내고 싶다면 이동할 

수 있는 관을 만들고, 이동량을 조절하기 위해 관의 개수와 크기를 조절한

다. 이것이 도시계획 법제가 사람들의 활동을 담고, 또 사람들의 활동이 도

시계획에 변화 압력을 주는 방식이었다.

스마트 도시로 가고 있다고 해서 위와 같은 방식에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이것이 이 논문을 시작하는 첫 물음이다. 스마트 도시에서 벌어지는 사람들

의 활동은 도시계획 법제에서 전제하고 있던 양상을 벗어나고 있다. 물의 비

유를 계속 이어가자면, 단순히 중력만 작용하여 그릇의 모양대로 채워지던 

물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분수처럼 뿜어지기도 하고, 무중력상태처럼 

그릇을 벗어나 떠다니기도 한다. 도시의 물리적 구조가 제공하는 동선대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스마트 폰을 지니게 되면서 도시의 서비스를 자신에 맞

춰 사용하기 시작했다. 균질하게 담겨있던 물이 동력을 얻게 되면서, 기존의 

그릇의 재료와 구조로는 그 힘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사람들의 활동에 동력을 제공해준 것은 스마트 기기를 통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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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연결’을 매개로 하여 점차 물리적 공간을 극복하고 있다.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지던 광고판에서부터 상품 진열 공간, 대형 강의실, 업무 공간

까지 오프라인 공간이 온라인 공간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전환은 관

련 기술의 발달로 속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스마트 도시가 고도화될수록 물

리적 공간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차원을 달리하여 왜곡되는 사람들의 활동

을 담을 수 없게 된다. 

왜 도시계획 법제가 스마트 도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이 논문을 구성한 두 번째 물음이다. 법제는 사회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반응

하지 못하는데, 그것도 상세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이 직

관적으로 그르다 느껴질 수 있다. 이는 법의 역할에 관한 오해에서 기인한

다. 그리고 그 오해는 도시계획 실무를 바탕으로 한다. 도시계획을 그리는 

공학 분야는 도시계획 법제를 토지이용계획의 집행수단으로만 본다. 건설법

과 관련한 법 실무에서도 사후적 분쟁 위주로 법의 역할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법은 적극적으로 사회를 형성한다.1) 법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수동

적으로 집행하고 소극적으로 위험을 통제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사회의 발전

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2) 법이 사회의 발전에 사후

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에 머문다면 우리는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머지않아 길을 잃게 되고 말 것이다. 법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무

관심해지면, 힘과 기회에 의존한 논리가 선과 정의에 의한 방향성을 대체하

게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3) 

도시계획 법제는 물리적 도시 공간을 형성한다. 이는 도시계획 도면을 그

 1) 적극적으로 사회를 형성하는 기능은 ‘제도’의 정의에서도 드러난다. ‘제도’란 개

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요인이다. 제도의 영향력 하에서 이루어지

는 인간행위는 안정성과 규칙성을 띠게 된다. 제도를 설계하는 일은 그 안에서 

이루어질 인간의 활동의 방식을 설계하는 일이며, 이는 곧 사회를 구성하는 일

이다. 이희정, 행정법학의 제도법학으로서의 정체성 -｢행정법연구｣수록 논문의 

분석을 중심으로, 행정법연구 제59호, 2019, 69-70면 참조. 
 2) 이원우, 혁신과 규제의 갈등관계에 관한 법적 분석,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과 규제정책, 홍문사, 2019, 7면 참조. 
 3) 朴正勳,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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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때 전제가 되는 법령과 지침들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 도시계획 법제와 

건축법령을 주축으로 하여 짜인 틀 안에 물리적 시설물이 지어진다. 그러나 

스마트 도시는 서울, 뉴욕, 파리 등 물리적 공간으로 특정되는 도시가 아니

라 정보통신 연결망이 강화된 하나의 물적 시스템에 가깝다. 물리적 시설물 

중심의 기존 도시가 시스템과 융합되면서 공간 이용이 유연해진다. 현행 도

시계획 법제의 틀로는 유연해지고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스마트 도시에서의 

활동을 담지 못한다. 

이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현행 도시계획 법제가 시스템화되고 있는 사람

들의 활동과 도시 공간의 변화를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이다. 

도시계획 법제가 전제로 하는 사람들의 활동과 실제 수행되는 활동 간에 괴

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간극이 도시계획 법제의 기본 개념과 전제들

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 제도적으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활동이 발생하고, 

잘못된 틀의 구조로 불합리하게 통제되는 활동이 초래되고 있음을 밝힌다.

두 번째 목적은 법제의 차원에서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리적 공

간 제약에서 벗어난 활동을 제어할 새로운 도시계획 법제를 제안하는 데까

지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과도기 상황에서 궁극적 해법을 가늠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도시계획 법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은 지구단위계획

이며, 변화를 품고 유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어떠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한지 밝히고자 한다.

한 번 형성된 물리적 공간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든다. 변화된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도시계획이 한계를 노출한 

후에는 이미 근본적인 해결책의 상당 부분이 무용해져 있을 것이다.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를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야 비효율의 발생, 더 나아가 도시계획의 실패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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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도시계획 법제가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에 어떠한 방향으로 대

응해야 하는지 탐구하기 위해 토지이용 방식을 중심으로 스마트 도시를 살

펴본다. 제2장에서는 스마트 도시의 이론적 배경을 고찰한다.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징표를 도출한다. 개념징표가 되는 스마트 도시의 특징

은 새로운 도시계획 법제의 기준점이 된다. 규율체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스마트 도시의 특징을 구현하는 기술, 사람들의 동선을 변화시키는 서비스, 

이를 지원하는 기반시스템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 도시에서의 활동이 현행 도시계획의 전제와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제3장에서 살펴본다. 크게 주거ㆍ상업ㆍ공업 목적으로 분류되는 

활동들이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물리적 공간을 소비하는 모습을 본다. 더 나

아가 기반시설의 이용방식도 과학기술과 서비스의 발달로 함께 변화하고 있

음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 활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현행 도시계획 법제와 실제의 괴리를 

살펴보았다면, 제4장에서는 도시계획 법제의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규율의 

한계를 논증한다. 우선, 토지이용을 규율하는 개념들이 한정된 물리적 공간

에선 단일한 주된 활동이 수행된다는 경직된 전제를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

한다. 그 전제 위에 구축된 도시계획 법제가 스마트 도시로의 진입으로 한계

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을 검토한다.

제5장에서는 현행 도시계획 법제의 한계를 극복할 방법으로 새로운 형태

의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한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은 스마트 도시의 활동을 

도면에 담아낼 수조차 없어 이를 바탕으로 도시를 관리하기란 불가능하다. 

용도지역 도면보다는 입체적이고 확장성 있는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할 것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도면과 부속규정으로 구성된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도면

에 담지 못하는 다양한 층위의 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를 바

탕으로, 물리적 공간에 의존한 경직된 전제를 버리고 유연하기 작동하기 위

하여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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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법체계

스마트 도시란 무엇인가. 이미 시작되었는가, 아니면 먼 훗날 도래할 이상

적 도시상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둘 다 맞다. 이미 스마트 도시로의 움

직임은 시작되었으며, 이상적인 미래도시로서의 스마트 도시를 향해 나아가

고 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연결’이다.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생태계가 발생하고 발전되면서 스마트 도시에 진입하고 있다.

제 1 절  개 설

스마트 도시로의 진입은 이미 우리의 언어에서 느껴진다. 통상적으로 마트

에 나가 물건을 구입하는 ‘산다’는 행위는 24시간 내 배송되는 물류시스템이 

일상화되면서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회의

에 ‘참석한다’는 행위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화상회의가 

일상화되며 물리적인 이동의 의미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돈이나 물건을 ‘부

치는’ 행위도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휴대폰의 앱이나 

편의점 등에서 해결하는 빈도가 잦아졌다. 즉, 일상적 활동들이 모두 인터넷

으로 연결되고, 독립된 공간을 필요로 하던 각 활동들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인터넷 공간에서의 행위로 대체되고 있다.

물리적 공간을 소비하던 활동들이 온라인으로 연결되면서 도시 내 토지의 

이용을 규율하는 도시계획 법제에 변화의 신호를 주고 있다. 이 장에서는 도

시계획 법제의 변화 압력을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서 스마트 도시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다. 우선 제각각으로 정의되는 스마트 도시에 대하여 명확한 

개념을 세울 필요가 있다. 스마트 도시가 데이터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하나

의 시스템임을 확인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구성요소를 살펴본다. 각 구성

요소는 스마트 도시에서의 토지이용의 특성을 형성하고 새로운 토지이용 규

율의 기준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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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스마트 도시의 개념과 구성요소

Ⅰ. 스마트 도시의 다양한 정의

전 세계적으로 미래형 도시인 스마트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4) 스마트 도시를 정의하는 방식

은 여러 기준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도시의 달성 목적에 중점을 

둔 목적 지향적 정의와 스마트 도시의 구조에 중점을 둔 구조적 정의로 나

누어 살펴본다.5) 

1. 목적 지향적 정의 

목적 지향적 정의는 이제껏 통용되어 오던 스마트 도시의 정의 방식이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겪고 있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적을 

강조하여 스마트 도시를 정의한다. 스마트 도시에 관하여 일치된 정의에 이

르지 못했던 이유는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도시문제가 지정학적 위치, 국가

ㆍ도시의 발전단계 등에 따라 달랐기 때문이다. 각 문제의 다양성만큼 스마

트 도시의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과 함께 일찍이 도시화가 진행된 유럽의 경우 고질적

인 주차 문제,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체증, 노후화된 건물 등이 대표적 도시

문제이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에서 정의하는 스마트 도시는 주민과 기

 4) ITU-T(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Sector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Smart sustainable cities: An analysis of definitions, 2014. 10. 참조. 

 5) 예를 들어, 강명구ㆍ이창수(2015)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기준으로 스마트 도시

의 정의를 분류하고, 한주형(2017)은 환경기술 중심, 정보기술 중심, 환경ㆍ정보

융합기술 중심으로 분류한다. 
강명구ㆍ이창수, 스마트도시 개념의 변화와 비교.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7권 

제4호, 2015; 한주형, 스마트시티의 변화 분석: 정보기술․환경기술․공간의 융합과 

변화, 한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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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이익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만

드는 도시이다.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도시 기반시설(도시 교통 네

트워크 및 상수도시설, 폐기물 처리 시설, 조명ㆍ난방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행정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며, 안전한 공공 공간을 조성하고 고령화되는 

인구 구성에 대응하는 도시를 그린다.6) 영국도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고

질적인 도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를 스마

트 도시라 정의한다.7) 

반면, 신흥국의 경우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에너지 또는 기반시설 부족 문

제가 현안이다. 인도의 경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개발을 활성화하

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를 스마트 도

시라 정의한다.8) 누적된 도시문제의 해결보다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

기 위한 개발의 관점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유럽의 정의와 차이를 보인다. 중

국 또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국력을 신

장시키는 관점에서 스마트 도시에 접근한다.9) 산업의 구조가 변화하는 이른

 6) “A smart city is a place where traditional networks and services are made more 
efficient with the use of digital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for the 
benefit of its inhabitants and business.
A smart city goes beyond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for better resource use and less emissions. It means smarter 
urban transport networks, upgraded water supply and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more efficient ways to light and heat buildings. It also means a more interactive 
and responsive city administration, safer public spaces and meeting the needs of 
an aging population.”
(유럽연합 공식 홈페이지 https://ec.europa.eu [Home > EU regional and urban 
development > Topics > Cities and urban development > City initiatives > 
Smart cities]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5.)
(https://ec.europa.eu/info/eu-regional-and-urban-development/topics/cities-and-urban-d
evelopment/city-initiatives/smart-cities_en)

 7) UK Trade & Investment, Smart Cities Pitchbook, 2016, 4면 참조.
 8) 인도 정부 Ministry of Housing and Urban Affairs 홈페이지 참조. (https://smartci

ties.gov.in)
 9) the 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 China’s Smart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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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경제적으로 도약하겠다는 신흥국의 개발 관점은 

확실히 선진국들의 문제 해결 목적과 구별된다.

우리나라가 스마트 도시를 정의하는 방식도 목적 지향적이다. 위 두 분류 

중 어느 하나에 위치시켜야 한다면, 신흥국의 관점에 가깝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 도시란 ‘도시의 경쟁력

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이다.10) 지속가능성을 명시하여 도시 환경문제를 고려하고 있지만, 정의 자

체는 개발 관점의 도시 경쟁력 강화에 그 비중을 두고 있다.

2. 구조적 정의

구조적 정의는 목적 지향적 정의에서 벗어나 스마트 도시의 구조 자체로 

정의를 내리는 방식이다. 구조적 정의에 의하면, 스마트 도시란 데이터 층을 

포함한 구조의 도시이며, 이를 활용하여 도시 구성원(정부ㆍ시민ㆍ기업)이 플

랫폼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공간을 일컫는다.11) 데이터 층이란 빅데이터, 인

공지능(AI), 사물인터넷, 5G 기술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 공간과 사람들의 활

동에 관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공유하는 거대한 플랫폼 공간을 말한다. 

도시 전반을 망라하여 연결하는 도시의 거대한 플랫폼 공간이 스마트 도

시 개념의 핵심요소이다.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스마트 도시는 컴퓨터의 

OS(Operating System)와 같은 하나의 운영체계이다. 윈도우즈(Windows)와 

같은 운영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개발되는 것처럼, 스

마트 도시에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들이 도시 구성원

에게 제공된다.12) 

Development, 2020, 12면 참조. 
10) 법 제2조 제1호 참조.
11) 이근형 외, 한눈에 읽는 스마트시티, 지식공감, 2019, 25면 참조.
12) 황종성, 스마트시티 발전전망과 한국의 경쟁력, IT&Future Strategy series, 한국

정보화진흥원, 2016, 2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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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적 정의의 필요성

스마트 도시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데이터 층 구조를 갖춰가는 공간

을 일컫는 과정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그 동력은 민간에서 나온

다. 민간기업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전반을 연결하고, 그 서비스

를 이용하는 도시 구성원에 의해 스마트 도시가 작동한다. 공적 목적을 스마

트 도시의 동력으로 보는 것은 실질과 괴리가 있다. 주차 문제로 예를 들면, 

도시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검색 플랫폼 서비스가 형성된 것

이 아니라, 기업의 서비스가 결과적으로 도시의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이다. 

스마트 도시를 연결성이 강화되어 가는 도시 구조로 읽어내지 않고 공적 

목적으로 제한하여 정의한다면, 스마트 도시의 한 면만을 바라보는 것과 같

다. 물론 자원순환, 에너지 분야와 같이 정부 정책의 추진력이 더 강력한 부

분도 있지만, 스마트 도시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담기에는 제한된 영역이다. 

그 영역에서도 정부는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어 행동을 유도하지 않고서

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스마트 도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반영하

기 위해 이하에서는 구조적 정의 방식을 취하여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구체

화한다.

Ⅱ. 스마트 도시의 구조와 개념징표

1. 다층적 구조로의 발전

기존 도시의 구조는 물리적 공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간의 이용으

로 이루어진다.13) 물리적 공간은 토지와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ㆍ기반시설로 

13)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역사, 민족, 종교 등이 구성요소가 될 것이고, 경제

적 관점에서는 주요 산업, 노동 인구, 자본의 규모 등이 주요 구성요소가 될 것



- 10 -

구성되고, 공간의 이용은 행위 주체인 시민과 시민의 활동으로 구성된다.14) 

즉, 전통적 도시계획에서 바라본 도시는 두 개의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의 계층은 토지와 물리적 시설로 구성된 도시의 공간(물리적 시설 층)이

고, 그 위의 계층은 물리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활동(서비스 

층)이다. 각 계층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상호간 영향을 주는 관계를 전제로 

도시가 설계된다.

스마트 도시를 기존 도시와 구별시키는 지점은 기존 도시의 두 개의 계층 

사이에 자리 잡은 데이터 층이다. 스마트 도시 이전 단계의 도시에서는 존재

하지 않던 층이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서비스 층에서의 활동이 변화되거나 

물리적 시설 층에서 공간정보가 디지털화되는 변화는 있었지만, 데이터 층이 

독자적으로 독립하여 기능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스마트 도시는 

고도화된 정보통신 기술로 아래 그림과 같이 데이터 층이 생성된 다층적 구

조를 가진다.

이다. 이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규제하는 도시계획 법제의 관점에서 정의한 

도시의 구조이다.
14) 일반적인 도시계획론에서도 도시의 구성요소로 시민과 활동 그리고 토지 및 물

리적 시설을 꼽는다. 한국도시계획가협회 편저, 도시계획-이론과 실제, 기문당, 
2021, 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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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스마트�도시의�구조� (출처:�국토교통부,� 제3차�스마트도시�종합계획,� 6면)

사물인터넷 등으로 수집한 양 계층의 정보를 축적하여 빅데이터 군을 만

들고, 빅데이터는 인공지능(AI)을 만나 의미 있는 정보로 분류ㆍ응용된다. 분

류된 정보는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에 공유된다. 이렇게 

형성된 데이터 층은 도시의 플랫폼 역할을 하며 도시 전반의 정보를 수집하

고 응용하여 공유하는 작업을 끊임없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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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층별 구성

스마트 도시의 기본 틀을 구성하는 ‘물리적 시설 층’ 위에 수집된 데이터

들이 축적되고 공유되는 ‘데이터 층’이 존재한다. 그 위에 사람들의 활동을 

묶어서 개념화한 ‘서비스 층’이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계층’이라는 공

간을 부여하였지만, 실제로는 모두 뒤섞여 이루어진다. 물리적 시설 안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그 안에서 데이터의 축적ㆍ융합ㆍ공유가 일어난다.

(1) 물리적 시설 층

물리적 시설 층은 모든 물리적 시설 일반을 일컫는다. 건축물, 기반시설 

등이 그 대상으로, 전통적으로 도시계획 법제가 규율하는 도시 구성요소이

다. 스마트 도시에서 강조되는 영역은 데이터가 생산되고 활용되는 데이터 

층과 서비스 층이므로 물리적 시설 층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건

축물은 사람들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기본적인 공간이고, 기반시설은 도시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물적 토대이다. 아무리 스마트 도시가 고도

화된다고 하여도 사람의 존재는 물리적 실재를 전제하므로 물리적 시설 층

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 

스마트 도시에 진입하여 물리적 시설 층에서 중요성이 커지는 시설은 정

보통신망 관련 시설이다.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정보통신망, 유ㆍ무선 센서 

등을 말한다. ‘3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혁명 시절에는 사람과 컴퓨

터의 연결, 즉 인터넷 가상공간의 접속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을 토대로 한 스마트 도시에서는 도시 전체의 연결, 특히 사물 간 연결이 핵

심이다. 기존의 도시에서는 도로가 혈관이었다면 스마트 도시에서는 정보통

신망 관련 시설이 뼈대이자 혈관을 구성하게 된다. 고품질의 정보통신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스마트 도시 기능의 고도

화 정도를 결정짓는다. 

기존의 도시계획 법제만으로 스마트 도시의 물리적 시설 층을 규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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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이유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결을 통해 물리적 시설 층 안에 담기는 

사람들의 활동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도시는 물리적 시설로 구성된 하드웨어 

안에서 사람들의 활동들로 이루어진 소프트웨어가 작동하는 거대한 컴퓨터

와도 같다. 기술의 혁신으로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서, 이를 구동하는 하드

웨어도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2) 데이터 층

데이터 층은 스마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들이 집적되고 공유되는 

광의의 플랫폼(platform)이다. ‘플랫폼’이란 서로 다른 이용자 그룹이 거래나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공된 물리적, 가상적, 제도적 환경을 

일컫는다.15) 스마트 도시의 데이터 층은 정보통신망 시설을 통해 정보들을 

모아 공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알고리즘의 작용을 지원한다.

데이터 층은 물리적 시설 층과의 결합 정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층위를 나

눌 수 있다.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데이터 층의 다양한 역할을 명확하게 이

해하기 위함이다. 물리적 시설 층과 서비스 층을 양 극단에 두고 스펙트럼을 

그리면, 물리적 시설 층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물리적 시설의 기능을 중심으

로 이를 효율화시키는 활동이 존재한다. 도로에 정보수집 센서를 부착하여 

교통 상황을 제어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보다 서비스 층으로 이동한 것이 

공간정보와 이를 활용한 서비스이다. 물리적 공간의 위치 정보를 정밀하게 

수집하여 도시 공간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도시 공간의 이용을 최

적화한다. 서비스 층에 가장 가까운 영역은 물리적 공간과의 연결점이 거의 

없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공간이다. 

이처럼 스마트 도시의 운영체계에 해당하는 플랫폼인 데이터 층은 물리적 

공간과 다양한 층위에서 상호작용한다. 데이터 층을 구성 요소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 이상규, 양면시장의 정의 및 조건,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7권 제4호, 2010, 7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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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이란 유무선 센서, CCTV 등 정보수집

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연결되고 상호 소통하며 

이룬 네트워크이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사물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결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연결망을 형성한다.16) 사

물인터넷 연결망은 데이터 층의 핵심적 네트워크망이며, 스마트 서비스 제공

의 기반이 된다. 

사물인터넷은 도로교통, 상수 관리 등 한정된 도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공공 영역에서부터 무인 매장, 스마트 공장, 스마트 홈 등 민간 부문까

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전 도시 공간에 펼쳐지고 있는 사물인터넷 네트

워크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특성, 이를테면 밀도와 제어 능

력, 자율성 등이 달라지고 있다. 스마트 도시가 고도화될수록 사물인터넷 연

결망은 고밀도로 구성되어 개개인, 개별 사물의 활동을 제어할 것이다. 인공

지능 기술이 더해진다면, 인공지능이 판단한 최적의 방법으로 자율화될 것이

다. 

2) 정보(Data)

데이터 층을 실질적으로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정보는 수집 및 관리 주체

에 따라 민간 정보와 공공 정보로 구분된다. 민간 영역의 정보는 서비스 층

에서 스마트 폰, 카드결제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말

한다. 사람들의 선호, 수요 등을 반영하며 각종 서비스와 물리적 시설의 이

용에 연계된다. 반면, 공공정보란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디지털화된 정보를 말한다.17) 행정업무를 위한 정보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

보, 고용정보, 산업정보 등 국가 전반의 영역에 관한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

다.18) 

16) 한국정보화진흥원(NIA), 2020 국가정보화백서, 2020, 274면 참조. 
1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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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보는 데이터 층에서 기반시설과 같은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물리적 

시설 층을 데이터화한 공간정보는 스마트 도시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물리적 

시설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실제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기술ㆍ서비스들이 개발되면서 스마트 

도시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19)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사태로 인해 공공정보가 공간 이

용 관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켰다. 감염자 동선 정보가 특정 공간의 이용을 

통제하는 근거가 되고, 백신 접종 정보가 음식점, 체육시설 등의 출입을 결

정하는 기본 정보가 되었다. 스마트 폰을 통해 보건의료정보가 서비스 층에 

연계되면서 공간의 출입권, 사용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공공정보가 

18)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에서는 공공정보를 

공공행정, 과학기술, 교통물류, 국토관리, 사회복지, 산업고용, 식품건강, 재난안

전, 재정금융, 통일외교안보, 환경기상, 교육, 농축수산, 문화관광, 법률, 보건의

료 영역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19) 스마트 도시화에 따른 기술 발달은 공간정보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개념 자체

를 변화시키고 있다. 제1차 국가지리정보체계(GIS) 기본계획이 수립된 1995년부

터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가공간

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09년경까지, 공간정보는 물리적 지형과 시설의 

위치와 속성을 측량하여 전산화한 지도 기반의 단순한 ‘지리정보’였다. 한국토

지정보시스템(지형도ㆍ연속지적도ㆍ토지이용도) 등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

치단체가 지리정보를 생산하였고, 공공기관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농지･산림･문
화재･관광 등 분야별 지리정보체계를 구축하였다. 공공 분야에서 생산된 디지털

화된 지리정보는 일방적으로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구조였다. 이때 정보 이

용자는 기업, 국민 등 ‘사람’으로 한정되었다.
    스마트 도시로 진입하면서 평면적이고 정적이었던 지리정보는 종합적 ‘융합공

간정보’로 변화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생산 주체(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각 기

관 등)별로 호환되지 않던 공간정보를 융합하면서 통일적인 국가 공간정보 인프

라를 형성하였다. ‘융합공간정보’의 가장 큰 특징은 국민이 공간정보의 소비자

이자 생산자가 된다는 점이다.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로 인해 사람의 위치 정보

가 실시간으로 공간정보를 구성하게 되므로 일방적으로 공공이 민간에게 공간

정보를 제공하던 구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정보를 제공받는 

이용자도 더 이상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 센서, 사물 등 사물 간의 정보 공

유가 점점 더 비중을 차지해가고 있다. 

https://www.da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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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시설 층의 사용 관계를 이미 제어하기 시작했다.

3) (협의의) 데이터 플랫폼

물리적 시설 층과 서비스 층을 매개하는 데이터 층을 광의의 ‘플랫폼’이라 

한다면, 협의의 ‘플랫폼’은 데이터 층 내에서 데이터가 공유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IoT 플랫폼’이라 하면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에 의

해 수집되고 교환된 정보들이 모여 공유되는 시스템을 말한다.20)

스마트 도시가 성공적으로 운영ㆍ관리되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공유되는 

시스템이 개방적이어야 한다. 서비스별로 배타적인 플랫폼들이 밀집해있다면 

제공되는 서비스에 제한이 있을뿐더러 그 품질과 신뢰성 면에서 좋은 평가

를 받기 어렵다. 다양한 정보들이 연계되고 융합될 수 있는 개방적인 플랫폼

이 구축되어야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 가능하고, 편의성이 극대화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3) 서비스 층

서비스 층은 도시 구성원이 스마트 도시를 경험하는 생활 영역으로, 서비

스가 제공되고 이용되는 영역이다. 도시의 물리적 공간을 이용하던 각종 서

비스들이 스마트 기술과 만나 그 이용방식을 바꾸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스마트 폰의 보급이다. 개개인이 스마트 폰을 지니고, 사

람들의 활동이 상당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해내면서 데이터 층과 연결되고, 

데이터 층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통한 인공지능의 서비

스를 받는다. 

이러한 쌍방 연결을 통해 교통, 행정, 복지와 같은 공공 서비스에서부터 

길 찾기, 주차장 검색, 새벽 배송, 음식 배달 등 민간 영역의 서비스들이 이

루어진다. 스마트 도시의 서비스들은 한정된 도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고 인간의 개입을 줄여 노동력을 절감하며 오류를 감소시키는 방향성을 갖

20)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앞의 백서, 28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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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상의 각 계층별 논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21)

표� 1� � 스마트�도시의�다층적�구조

구분 설명

물리적 

시설

층

건축물 Ÿ 사람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 
기반

시설

Ÿ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주체 

책임하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시설
정보통신망 

관련 시설
Ÿ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유ㆍ무선 통신망 구축

데이터

층

사물인터넷

(IoT)   
Ÿ 물리적 시설과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

데이터 

플랫폼

Ÿ 협의의 스마트 도시 플랫폼

Ÿ 서비스별 데이터 공유

정보

공공

영역

Ÿ 지리정보, 3D 지도, GPS 정보 등 물리적 공간 관련 

정보

Ÿ 행정ㆍ교통ㆍ보건 정보 등 공공이 관리하는 정보
민간

영역
Ÿ 스마트 기기 등의 사용으로 수집된 서비스 층의 정보

서비스

층

토지이용

Ÿ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 

Ÿ 데이터를 처리ㆍ분석하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지

능적 서비스 이용
스마트 

기기 사용
Ÿ 데이터 플랫폼과 상호작용을 하는 통로

3. 스마트 도시의 개념징표

스마트 도시가 물리적 시설 층과 데이터 층, 서비스 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적 구조의 시스템임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단순히 다층적 구조라는 점만으로

는 스마트 도시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다. 스마트 도시 개념의 외연이 무한

정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스마트 도시가 지닌 본질적 

특성을 공유하여야 스마트 도시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고, 관리하기 

위한 규제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개념징표는 기존의 도시와 구

21) 황종성, 앞의 논문, 220-221면 참고하여 수정.



- 18 -

별되는 지점인 데이터 층에서 추출할 수 있다.

(1) 기존의 연구

스마트 도시의 특성에 관하여 언급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최봉문(2011)은 스마트 도시가 논의되던 초창기에 ‘스마트(smart)’에 주목

하여 스마트 도시의 특성을 ‘지능형’, ‘삶의 질 향상’으로 파악하였다.22) 이

은영(2018)은 시민의 권리 관점에서 스마트 도시를 ‘공평한’, ‘쌍방향의’, ‘소

통의’, ‘시민참여의’, ‘초연결의’, ‘지능적인’ 도시라 보았다.23) 신우재(2020)

는 ‘삶의 질’과 ‘산업 혁신’이 스마트 도시의 핵심적 특성이라 보았다.24) 황

종성(2020)은 스마트 도시의 본질적 속성으로 혁신성과 확장성을 들었다.25) 

위 특성들은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는 기술의 속성과 스마트 도시가 추구

하는 가치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 고도화된 지능, 초연결성, 혁신성, 확장성

은 기술의 특징이고, 삶의 질 향상, 공평, 시민참여 등은 추구하는 가치에 해

당한다. 스마트 도시의 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목적 지향적 정의에서 도출된 

가치적 요소들은 스마트 도시를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규범적이고 당

위적인 모습을 그린다. 스마트 도시에서 물리적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의 활동을 객관적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이를 배제하는 것이 옳다. 이

에 따라 정책적 방향성이 반영된 가치적 요소는 배제하고 위 스마트 기술의 

특징을 참조하여, 스마트 도시의 개념징표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22) 최봉문, 스마트 용어의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스마트시티’의 개념정립을 위한 

연구,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12호, 2011, 948면 참조.
23) 이은영, 스마트 도시공원 조성 전략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2018, 30-31면 참조. 
24) 신우재, 스마트도시 인덱스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범용성과 적용성을 중심으

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7면 참조. 
25) 황종성, 스마트시티의 기술적 특성과 플랫폼 상호운용성, 정보과학회지 제38권 

제6호, 2020, 8면 참조.



- 19 -

(2) 개념징표의 구성

1) 데이터화

플랫폼 구조를 조성하는 일의 시작점은 도시의 모든 물리적 시설뿐만 아

니라 자동차와 같은 사물, 행위 주체인 사람까지 모두 데이터화하는 일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에 디지털화되어 있었던 공간정보뿐만 아

니라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사람들의 위치, 선호 등도 데이터로 변환된다. 축

적된 방대한 양의 데이터는 스마트 도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 예를 들

어, 사람들의 동선은 실시간 교통상황에 반영되고, 스마트 기기에서 선택한 

상품, 서비스, 컨텐츠 등은 산업의 기초 자원이 된다. 데이터로 전환되는 정

보가 많아야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구동되고, 스마트 도시가 운영된다.

기존의 도시에서 사람들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주체의 역할만 담당했었다

면, 스마트 도시에서는 스마트 기기를 통해 데이터화되는 객체의 역할을 겸

한다. 사물들 또한, 사물인터넷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생산하고 개

별 수요에 맞춰 제어된다. 데이터를 생산할 수 없는 사물은 존재 가치를 점

점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행위 주체와 사물들을 데

이터화하는 것은 스마트 도시가 존재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되며, 스마트 도

시화가 진행될수록 더욱 이 움직임은 고도화될 것이다. 

2) 연결성

도시의 물리적 공간ㆍ사물과 사람들을 모두 데이터화하는 이유는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두 연결하기 위함이다. 데이터화가 도시를 구성하

는 개별 사물과 주체의 입장에서 본 것이라면, 도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연결성의 강화이다. 유무선 센서, 5G 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연결성은 고도화되고 있다. 

연결은 스마트 서비스가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데이터 층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를 통해 사람들이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한다. 사람들의 활동은 

다시 스마트 기기를 통해 데이터화되고, 다시 공유되는 작업이 반복된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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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이 확장될수록 정보를 유연하게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끊임없이 추가

될 것이다.26) 그에 따라 물리적 공간의 이용방식이 다양하게 변주되고 도시

계획 법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공간의 사용, 공간 간의 관계가 발생할 것이

다.

3) 실시간성 

스마트 도시의 데이터가 이전의 디지털화 움직임과 구별되는 지점은 그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공유된다는 데 있다. 단순히 가상공간을 여

는 것이 아니라, 가상공간과 실제 공간이 융합하여 실시간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을 토대로 한 스마트 도시의 특성이다. 연결성이 고도화되

어 파생된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실시간성은 사람들의 활동에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흔히 사용하는 내비게

이션이 대표적인 예이다. 실시간으로 교통정보가 반영되고, 사람들에게 최적

의 경로를 안내한다. 연결성이 고도화되어 실시간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정보

가 많아진다면, 내비게이션이 제공하는 교통서비스의 정확도와 효율성은 점

점 높아질 것이다.

4) 고도의 지능화

스마트 도시는 과학기술을 통해 시행착오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을 절약

하는 방법으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데이터 층에 수집된 데이

터를 활용하여 1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 내에 수만 가지의 시뮬레이션을 수

행하여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므로, 개인 차원은 물론 산업 전반이 이전과 비

교할 수 없는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을 통해 가상으로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공장 설비를 시뮬레이

션하여 최적의 공정 과정을 설치하거나, 건축 설계과정에서 인공지능이 지

형, 풍향, 일조, 규제 등을 고려하여 건축믈을 배치하는 등 이미 여러 방면에

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스마트 도시의 

26) 황종성, 앞의 논문,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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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은 고도로 지능화된 정보 처리를 수행하여 스마트 도

시의 특성을 형성한다. 

Ⅲ. 스마트 도시의 구성요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스마트 도시란 데이터 층을 포함한 다층적 구

조의 도시로, 모든 사물과 사람의 활동이 데이터화되어 고도로 연결되며 실

시간으로 지능화된 첨단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데이터 층을 통

한 연결은 도시 공간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법률관계를 변화시킨다. 예를 들

어, 배달 전문 플랫폼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배달원의 지위는 특정 가게에 

소속된 피고용인 지위에서 1인 자영업자로 변화하고 있다.27) 개인의 이동수

단이었던 자전거, 킥보드는 교통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유사 대중교통수단이 

되었다. 

공법은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으로부터 배제되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플

랫폼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하거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성질, 운행 자

격, 전용 도로 등을 규제하는 것이 그것이다. 도시계획 법제 역시 제도의 목

적을 수행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에 대응하여야 한다. 데이터 층을 

통한 연결로 물리적 구조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사람들의 활동을 인지하

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한다. 

공간 이용방식의 변화를 구성하는 요소로는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기술과 사람들의 동선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스마트 서비스가 있다. 더 

나아가 도시의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시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시스템화되면서 기능이 고도화되고 있다. 스마트 도시

의 도시계획 법제의 규율체계의 기준점이 될 각 요소들을 아래 목차에서 각

각 살펴본다. 

27) 조규준, 배달 플랫폼 노동의 특징과 문제, 월간 노동리뷰, 2021. 2., 47-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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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스마트 기술

스마트 기술이란 스마트 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데이터 층을 형

성하고, 연결성을 고도화시키며, 시ㆍ공간을 효율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결을 통해 시ㆍ공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도시계획 법제가 

규제하는 물리적 공간에 변화를 발생시킨다. 이 점에서 스마트 기술의 방향

성을 도시계획 법제에서 인지하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

Ⅰ. 정보 관련 기반시설 관련 기술

초고속 정보통신망으로 언급되는 5G는 이동통신의 표준 방식이다.28) G는 

세대(Generation)의 약자로, 5세대 이동통신이라는 뜻이다.29) 각 세대는 새로

운 주파수와 무선접속 기술(Radio Access) 기술, 신규 네트워크 기술로 구분

된다. 세대별로 각 기술을 표준화하여 단말기, 기지국, 네트워크 관련 통신기

능 주체들이 상호 호환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하여 정보

를 교환하고 신호 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30) 해외 여행시 국내에서 사용하

던 휴대폰을 그대로 들고 나가 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국제

표준화의 결과이다.

5G의 표준은 스마트 도시에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고려하여 빠른 속도와 안정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28) 삼성전자(주), 5G 표준의 이해, 2018, 1면 참조.
(https://images.samsung.com/is/content/samsung/p5/global/business/networks/insights/
white-paper/who-and-how_making-5g-nr-standards/who-and-how_making-5g-nr-stand
ards_KR.pdf) 

29) 과거 1G는 아날로그 통신 방식으로 음성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G는 디지

털 방식으로 음성 통화와 문자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3G는 화상통화와 무선 인

터넷을 가능하게 했고, 카메라와 MP3와 같은 멀티미디어 기능이 통합된 스마트 

폰이 출현하게 되었다. 4G는 본격적인 스마트폰 기반 인터넷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다.
30) 삼성전자(주), 5G 표준의 이해, 2018, 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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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1) 이를 위해 4G보다 더 넓은 주파수 대역을 정의하는데, 5G망이 사용

하는 주파수의 특성이 도시의 공간을 사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5G망에 사용되는 초고주파는 물리적 특성상 낮은 주파수에 비해 

멀리 전파되지 못하고 장애물을 통과하는 투과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32)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 개 이상의 많은 안테나를 활용하는 빔(Beam)을 

장애물 위치를 고려하여 촘촘하게 설치하여야 하므로, 사용량이 많고 건축물 

등 장애물이 많은 기성 시가지에서 고려할 점이 더 많다. 초고주파가 물리적 

장애물에 취약한 만큼 5G망 구축에 물리적 시설의 구조를 섬세하게 연계해

야 한다. 도시계획 법제에서 정보통신망 시설들을 건축물 등의 배치ㆍ형태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율해야 하는 이유이다.

Ⅱ. 사물인터넷 망 등 네트워크 형성 기술

1. 사물인터넷의 의의

사물인터넷이란 사람, 사물, 공간,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

어 정보가 생성ㆍ수집ㆍ공유ㆍ활용되는 인터넷망을 말한다.33) 연결의 객체인 

31) 표준화 과정에서 기술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UN 산하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

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ITU)은 정보통신망 기술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①UHD 기반 AR/VR 및 홀로그램 등 대용

량 전송이 필요한 서비스를 감당하기 위해 더 큰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더 

많은 안테나를 사용하는 초광대역 서비스(eMBB: enhanced Mobile Broadband), 
②로봇 원격 제어, 주변 교통 상황을 통신을 통해 공유하는 자율주행차량, 실시

간 상호작용 게임 등 실시간 반응 속도가 필요한 서비스를 대비하기 위한 고신

뢰/초저지연 통신(URLLC: Ultra Reliable & Low Latency Communications), ③ 

수많은 각종 가정용, 산업용 IoT 기기 들이 상호 연결되어 동작할 미래 환경을 

대비하기 위한 대량연결 (mMTC: massive Machine-Type Communications)이 그

것이다.
32) 안정민, 5G 특화망(로컬 5G)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법학연구(연세대학

교 법학연구원) 제31권 제3호, 2021, 485면 참조. 
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0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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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은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과 같은 무선통신 기술이 탑재되고 인터넷 프

로토콜(Internet Protocol, IP) 주소를 가진 물건을 말한다.34) 

스마트 도시는 물리적 공간과 사람들의 활동의 연결을 핵심으로 하므로 

데이터 층을 이루는 사물인터넷망이 핵심적 기술이다. 사물인터넷망을 통해 

수집한 정보들이 빅데이터를 구성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공유된

다. 데이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알고리즘을 거쳐 서비스에 이용되

고, 이용 내용이 다시 사물인터넷을 통해 정보화되어 데이터 층에 축적된다.

2. 기술의 동향

사물 인터넷 기술은 산업 전반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는 분야는 산업 제조 분야이다. 개별 서비스별 사물인

터넷망인 사물인터넷 플랫폼의 50%가 산업 및 제조용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외에 에너지 분야, 모빌리티, 스마트 도시, 헬스케어, 스마트 홈 분야 등에서

도 활용되고 있다.35)  

공공 정책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사물인터넷 산업을 육성하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사물인터넷 기술의 안정적 활용을 위해 보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물인터넷 보안법(California Senate 

Bill No. 327)은 사물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를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에 대하

여 해당 기기에 적절한 수준의 보안 기능을 설치할 것을 강제한다.36) 

영국과 호주는 사물인터넷 연결기기의 보안을 위한 자발적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CoP)를 만들어 스마트 워치, TV, 건강 측정기 등의 보안 취약성

을 개선하기 위해 보안성이 강한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소프트웨어를 최신으

참조. 
34) 사공호상 외, 초연결 시대에 대응한 공간정보 정책방향 연구(기본 16-19), 국토

연구원, 2016, 19면 참조. 
35)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0 GIP 품목별 보고서 –사물인터넷, 2020, 11면 참조. 
36) California Senate Bill No. 327, Chapter 886, [TITLE 1.81.26.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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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37) 우리나라도 2020년 

6월 법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망 보안조치 의무자에 IoT 기기 등 제조ㆍ수입

업자를 포함하고, 사물인터넷 기기의 인증기준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보안

을 강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38) 

Ⅲ. 도시 공간의 활용에 변화를 주는 기술

스마트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시공간의 변화는 다양하지만, 그중 핵

심적 기술은 디지털 트윈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 불리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이 고도로 발전하

여 구현된 기술의 총체가 디지털 트윈이다. 한 편, 스마트 폰의 보편화로 익

숙한 스마트 기기는 스마트 도시를 가능하게 한 시작점이다. 디지털 트윈 구

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하였다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스마트 도시는 작

동하지 않는다. 서비스 층의 활동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은 항상 휴대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이 보급되었기 때문이고, 스마트 서비스가 사람들의 활동

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는 스마트 폰이 있기 때문

이다. 

37) 영국 정부 홈페이지, Consumer protection 섹션 게시물, Guidance-Code of 
Practice for Consumer IoT Security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code-of-practice-for-consumer-iot-securi
ty)
호주 정부 홈페이지, Reports and publications의 Submissions and discussion 
papers 게시물, Voluntary Code of Practice 게시물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5.)
(https://www.homeaffairs.gov.au/reports-and-publications/submissions-and-discussion-
papers/code-of-practice)

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정보통신망 연

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에 관한 고시(과기정통부 고시 제2021-7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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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트윈 기술

(1) 의의

‘디지털 트윈(Digital Twin)’이라는 용어는 2017년 말 미국의 정보 기술 연

구 및 자문 회사인 가트너(Gartner)가 2018년 10대 전략기술 트렌드 기술로 

언급하면서 보편적인 용어로 자리 잡았다.39) 가트너는 디지털 트윈을 현실 

세계의 객체(entity)나 시스템(system)을 디지털로 묘사(representation)한 것이

라 정의한다.40) 단순히 게임 속 같은 가상 공간에 현실 세계 건축물과 비슷

하게 짓는 것이 아니다. 디지털 트윈의 핵심은 현실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

된 가상 모델을 활용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적용하고 모니터링하여 가장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가상의 모델은 현실 모델보다 업데이트가 쉽고, 무한대의 시나리오를 적용

하여 실험해볼 수 있다. 독일 Siemens, 미국의 Honeywell, 프랑스의 Total과 

같은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생산 공정과 설비를 제어ㆍ관리하는 데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였다.41)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정을 도

출할 수 있고, 부품조달시기 등을 정교하게 예측하여 고장으로 인한 가동중

단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시 차원으로 확장시켜 적용하면, 도시를 설계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측면에서 최적의 결정을 하고 재난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스

마트 도시 구조에서 설명하자면, 물리적 시설 층이 그대로 디지털화되는 것

이 디지털 트윈이다. 실시간으로 밀도 있게 연결되어 있어 실제 공간과 디지

39) 서기환ㆍ오창화, 가상국토 구현을 위한 디지털트윈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2020, 
14면 참조. 

40) Gartner 홈페이지 2017. 10. 3.자 게시글,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8
(https://www.gartner.com/smarterwithgartner/gartner-top-10-strategic-technology-trend
s-for-2018)

41) 서기환ㆍ오창화, 앞의 보고서,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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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트윈이 쌍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물리적 시설 층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데이터 층ㆍ서비스 층과 연결된다. 데이터 층과 서비스 층에서

는 물리적 시설 층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디지털 트윈 공간을 이용하여 합

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내린다. 디지털 트윈기술로 인한 토지이용 결

정이 보편화되면, 토지이용이 이루어질 때 고려되는 요소들의 범위가 확장될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연계되는 정보의 범위만큼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를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기존에는 해당 토지이용이 

유발하는 교통량, 필요한 교통시설, 주거의 평온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

하여 허가발급여부를 결정하였다. 디지털 트윈으로 모든 것이 연계되어 최적

의 효율을 찾는 데 계산이 된다면, 입지 선택에 교통량, 소음ㆍ매연 등 환경

오염 문제는 물론 도시 전체의 물자 유통, 거주 인구의 분포 등이 시뮬레이

션을 통해 함께 고려하였는지가 검토될 것이다. 건축 단계에서는 바람길ㆍ일

조량 등을 고려하여 어느 방향으로 건물이 배치되고, 창문이 어느 방향으로 

나야 하는지 등도 고려될 것이다.42) 더 나아가, 지역의 소비 품목과 방식과 

관련한 데이터가 공유된다면, 대형마트의 진열 품목, 진열 공간과 창고의 공

간 비율 등을 결정하게 될 수 있다.

(2) 기술의 동향

1) 민간 영역 동향

민간기업들은 주로 생산과정을 효율화하고 관리ㆍ제어하는 데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AZURE, HEXAGON의 Operational 

Twin 등이 대표적이다. 마이크로 소프트의 AZURE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의료, 제조, 금융, 유통분야 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분야까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한다.43) HEXAGON의 Operational Twin은 석

42) 이 모든 것이 연계되는 과정이 점차 단순화되는 것이 스마트 도시의 방향이므

로 행정청이 어느 단계까지 허가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지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 28 -

유ㆍ가스 굴착 장치와 같이 복잡하고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서 시설의 현황

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44) 근로자들은 디지털 트윈이 구현된 디바이스를 

통해 시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 정보를 활용하여 위험을 줄이고 생

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민간 기업의 디지털 트윈 솔루션은 산업 기기

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

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효율적인 산업 공정을 구축한다.

2) 국가 주도 동향

영국과 싱가폴은 국가 차원 정책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한 대표적인 국가

이다. 싱가폴은 ‘Virtual Singapore’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모든 시설과 구

조물을 3차원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고 있다.45) 일종의 국토 차원의 플랫

폼으로, 물리적 시설들을 3차원 모델링하여 시각화한 후 도시 공간이 이용되

는 다양한 정책에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 추진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하기 위하여 시뮬레이션을 수

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환경 분석, 연구자를 위한 테스트 베드 등에

도 활용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사

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시ㆍ공간의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한다.46) 실

제 활용된 사례로는, 도시 설계시 공간 배치 시뮬레이션, 태양광 발전과 같

은 신재생 에너지 생산시설의 배치, 가스 유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의 대피 

경로 시뮬레이션 등이 있다.47)

43) Microsoft Azure 홈페이지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5.)
(https://azure.microsoft.com/ko-kr/overview/what-is-azure/)

44) Hexagon 홈페이지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6.)
(https://hexagonppm.com/ko-kr/offerings/solutions/operational-twin)

45)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Virtual Singapore 게시물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5.)
(https://www.nrf.gov.sg/programmes/virtual-singapore)

46)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Virtual Singapore 게시물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5.)
(https://www.nrf.gov.sg/programmes/virtual-singap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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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또한 도시의 기반시설 기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기반 사업환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협력하여 국가 디지털(National 

Digital Twin, NDT)를 추진하고 있다.48) 영국의 디지털 트윈은 싱가폴과 달

리 국가 전체를 단위로 하지 않고 국가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다. 각 디지털 

트윈의 상호 연계를 통해 전체적인 시스템을 최적화하고 솔루션에 따라 정

책이 계획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 서비스별 디지털 트윈이 사람들의 활

동 정보와 연계되어 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도모한다.49) 

우리나라도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V-world라는 공간정보 오픈플

랫폼이 있다. 국가의 공간정보와 활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트윈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영상지도, 행정경계, 지적도, 배경지

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시설위치정보 등 2차원 공간정보 외에 3차원 공간정

보도 제공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3차원 공간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는 ‘버추얼 서울(Virtual Seoul)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

하고 있다.50) 3차원 공간정보를 연계하여 관리하고,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여 도시계획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1

월부터 도시계획위원회의 경관심의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설계

공모, 재난안전지원, 바람길 시뮬레이션 등 공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시뮬

레이션에 확대하고 있다. 그밖에 전주시, 3기 신도시, 세종 5-1 생활권ㆍ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도 도시의 설계ㆍ관리ㆍ운영에 활

용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트윈 플랫폼 

47) 서기환ㆍ오창화, 앞의 보고서, 23면 참조. 
48) University of Cambridge 홈페이지, What we do 섹션, National Digital Twin 

Programme 게시물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5.)
(https://www.cdbb.cam.ac.uk/what-we-do/national-digital-twin-programme)

49) 주거ㆍ상업ㆍ공업용 건축물, 기반시설, 교통, 에너지, 수자원, 자연환경 등 사람

의 정주 공간을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환경에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한다.
50) 스마트서울 포털 홈페이지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5.)

(https://smart.seoul.go.kr/board/25/70/board_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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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구축하고 있다.51) 

2. 스마트 기기 기술

스마트 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기기는 시계, 안경 등 신체나 의류에 부착

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Wearable Device) 형태로 발전해나가고 있다.52) 사

람들의 활동을 데이터화하여 데이터 층에 제공하고,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받

는 창구의 역할을 한다.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결합될수록 서비스 층에 

반영되는 데이터의 정확도가 높아진다. 정확도 높은 다양한 차원의 정보가 

공유되면 이를 활용한 새로운 스마트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다. 

2021년 현재 한국 성인의 95%가 스마트 폰을 사용하고 있다.53) 웨어러블 

기기의 대표 격인 스마트 워치의 사용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54) 즉, 서비

스 층에서의 사람들의 활동과 데이터 층의 시스템 간의 교류가 보편화된 형

태로 자리잡고 있다. 교류되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연결되면서 다양한 서

비스의 확대로 나아갈 것이라 예측된다.

차세대 스마트 기기로 떠오르는 것은 스마트 안경이다. VR 기기처럼 거대

한 규모의 장치는 휴대폰이 그러했듯 작아지고 간편해지는 방향으로 개발되

고 있다. 실제 안경과 구분되지 않는 지점에 이르면 스마트 기기와 우리의 

활동은 더욱 밀접해진다. 스마트 안경의 기능은 시각을 통해 스마트 폰의 터

치방식보다 직관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활동 방식에 더욱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51) 서기환ㆍ오창화, 앞의 보고서, 45-49면 참조. 
52) 김진우, 웨어러블 기기의 공급 및 행위에 관한 계약관계, 소비자문제연구 제50

권 제1호, 2019, 180면 참조.
5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1. 6. 3.자 ｢2012-2021 스마트폰 사용률 & 브랜드, 스마

트워치, 무선이어폰에 대한 조사｣ 갤럽리포트 참조.
54) 2015, 16년에는 1∼2%에 그치던 사용자가 2021년 현재 19%가 사용하고 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앞의 리포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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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스마트 기술의 특징

1. 플랫폼 기술 중심

사물인터넷 기술을 통하여 도시 전반의 정보들이 플랫폼에 취합되고, 모바

일 인터넷 기술을 통해 각 스마트 기기로 정보가 전송된다. 빅데이터와 클라

우드 컴퓨팅 기술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가 인공지능 기술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을 거쳐 물리적 현실 공간과 가상 플랫폼을 연결시킨다.55) 그 플랫폼 

위에서 서비스를 위한 기술들이 접목된다. 이처럼 플랫폼 기술은 스마트 도

시의 근본적 특성을 만들어내는 핵심 구성요소로, 개별 응용서비스도 이에 

기반을 둔다.56)

아직 전세계적으로 플랫폼 구조를 갖춘 스마트 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 차원에서 새로운 혁신,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기술을 유연하게 받아들

이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도시 차원의 

플랫폼 없이도 개별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편리한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회적으로 중복투자와 낭비가 발생하고,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소수의 대기업이 구축한 플랫폼에 의존하는 불완전한 스마트 도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연결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서비스의 혁신도 한계가 불가

피하다. 플랫폼을 갖춘 도시와 비교할 때 혁신의 추진 속도나 성장 가능성 

면에서 현저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 

2. 표준화

플랫폼에서 공유되는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가 안정적으로 커질수록 연결

성이 고도화된다. 연결성의 발전 정도가 곧 스마트 도시의 기술적 수준을 결

55) 정우성 외, 4차산업혁명시대의 지역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국토연구

원, 2018, 19면 참조. 
56) 황종성, 앞의 논문,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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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짓게 되므로 안정적으로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하도록 표준을 개발하여 보

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적으로 스마트 도시와 관련된 기술, 예를 들어 

초고속통신망, 자율주행서비스, 생체인식, 사물인터넷 등에 글로벌 표준화를 

구축하고 있다.57) 

우리나라 또한 각 부처별로 소관 업무에 따라 표준화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방송통신분

야와 정보통신 분야 표준화 작업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

정보연구원에서는 공간정보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58)59)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표준화된 스마트 도시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작업을 

수행하고 있다.60) 

3. 이종 기술의 결합

고도화된 스마트 도시는 데이터의 공유와 응용이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데

이터 층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데이터 층에서 다양한 정보가 융합되어 개별 

수요에 최적화된 스마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데이터 층의 안정적 활용

57)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통신연합)는 5G망, 전파/이동통

신, 방송기술 등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는 에너지절감, 친환경 기술 등뿐만 아니라 지

능형로봇, 자율주행차 등 표준을 개발한다.
ITU 홈페이지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2. 1. 2.)
(https://www.itu.int/en/ITU-T/publications/Pages/recs.aspx); 
ISO 홈페이지 참조.(최종접속일자: 2022. 1. 2.)(https://www.iso.org/standards.html)

58)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3조,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13조 참조.
59) 정구하 외,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표준화 추진 전략 연구, 한국국토정보공사 공

간정보연구원, 2019, 72면 참조.
60)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14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

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

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https://www.itu.int/en/ITU-T/publications/Pages/recs.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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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해 표준화된 기술이 필요하다면, 스마트 서비스의 혁신성을 위해서는 

이종 기술간 융합이 요구된다.61)

정보통신기술이 각 분야 기술과 결합하여 데이터 층을 형성하는 것이 이

종 기술간 융합의 초기 단계이다. 고밀도 사물인터넷망이 형성되고 디지털 

트윈이 구현된다면, 수집된 정보를 융합하고 응용하여 사물을 제어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융합되어 갈 것이다. 분야 간 교

류가 확산되고 정보의 종류가 다양해지면 각 분야 간 결합되는 기술의 종류

도 증가할 것이다.62)

61) 황종성, 앞의 논문, 9면 참조.
62) 황종성, 앞의 논문,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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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스마트 서비스

Ⅰ. 개념

스마트 서비스란 정보통신 관련 기반시설과 기술이 융합되어 시민들의 일

상생활에 활용되는 서비스 일체를 일컫는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통하여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

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칭한다.63)64) 동법 시행령에서 

도시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의 분야를 열거하고 있다.65) 

법령상 ‘스마트도시서비스’는 행정주체가 제공하는 공적 부문에 한정하여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도시서비스’라는 법률 

용어 대신 민간 부문의 서비스를 포괄하는 ‘스마트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

63) 법 제2조 제2호 참조.
64) 법 제2조 제3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

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

화된 시설

나.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

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

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65) 열거된 도시 기능 분야는 다음과 같다. 행정, 교통, 보건ㆍ의료ㆍ복지, 환경ㆍ에

너지ㆍ수자원, 방범ㆍ방재, 시설물 관리, 교육, 문화ㆍ관광ㆍ스포츠, 물류, 근로

ㆍ고용, 주거, 그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

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스마트도시

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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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Ⅱ. 종류

대표적으로 교통 분야에서는 주차장을 쉽게 검색하고 버스 도착 정보를 

안내해주며, 최적의 경로를 제안해주는 지도 앱 서비스 등이 있다. 최첨단 

자율주행차ㆍ드론까지 개발되고 있어, 도시 공간의 이용방식과 그 범위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서비스 분야이다. 물류 분야에서는 쿠팡ㆍ마켓 컬리와 

같은 전자상거래 서비스, 세탁ㆍ음식 배달 등 생활밀접업종의 플랫폼 서비스

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실시간 서비스 수요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데이터 

층에 수집되고 이를 활용하여 신속한 주문ㆍ배송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물류

의 양상이 변화해왔다. 그에 따라 물류의 대상이 되는 물품도 공산품에서부

터 조리된 음식, 세탁물 등까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확대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은행 업무의 상당 부분이 모바일 앱,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

된 지 오래고, 각종 행정서비스도 주민센터나 세무서를 방문하는 대신 홈페

이지에서 대부분 처리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해 

원격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산업 일반적으로 오프라인 행위가 온라인 회의로 

대체되고 있다.66) 이와 같은 흐름이 계속된다면, 제도적 한계로 인해 논의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는 원격 의료도 허용되어 보건 분야의 구조를 뒤바꾸

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통적인 안전ㆍ방재와 같은 공공서비스도 스마트화가 진행되고 있다. 도

시 곳곳에 설치된 CCTV, 스마트 홈서비스 장치 등을 통해 데이터를 실시간

으로 수집하고 사고 및 범죄,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서비스들이 개발되

고 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통신사, 스마트 기기 관련 업체들도 스마트 

장치를 통해 보안, 안전의 위험을 감지하는 역할을 한다. 에너지ㆍ환경 분야

6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강제적으

로 시행된 변화였지만, 이후에도 효율성 측면에서 원격 수업과 회의가 일정 부

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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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유ㆍ무선 센서로 수집한 실시간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플

랫폼을 구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스마트 상하수

도 관리사업, 미세먼지 모니터링 사업 등도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67) 공공

성이 강하여 공공기관 주도로 운영되던 안전, 에너지 분야가 민간 영역의 사

업들과 결합되면서 지속가능성과 신속ㆍ유연성을 확보하는 추세이다. 

Ⅲ. 특 징 

도시 공간을 이용하는 일상의 서비스가 스마트 도시에서 달라지는 방식을 

살펴보면 스마트 서비스의 특징이 보인다. 집에서 학교까지 이동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비용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버스를 타기로 

했다면)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 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불한다. 

환승이 필요하다면 환승을 하여 도착지에 도착한다. 

고도화된 스마트 도시에서는 출발지에서 목적지를 검색하는 것만으로 최

적의 경로와 노선, 이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수요 응답형 버스 등의 

정보가 함께 제안된다. 연결된 결제수단으로 자동 결제가 이루어지고, 다른 

환승수단 정보도 제공받거나 예약도 가능하다. 현재에도 이 중 상당 부분의 

서비스를 이미 이용하고 있다. 

1. 서비스 이용관계의 복합화

이로부터 알 수 있는 스마트 서비스의 첫 번째 특징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이용자의 행위의 범위가 확장된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이동과정에서 교

통서비스 제공자가 관심을 갖는 이용자의 행위는 교통수단의 이용(버스의 승

ㆍ하차)이었다. 그러나 플랫폼 교통서비스의 등장으로 수집되는 데이터가 다

양해지면서, 서비스로 유도할 수 있는 이용자의 행위 범위도 확장되었다. 이

용자ㆍ교통수단의 위치 정보 등을 통해 출발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의 이동, 

67)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2018, 17-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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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의 탑승, 버스 하차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이 모두 서비스의 대상이 되

었다. 

기존에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건축물ㆍ기반시설의 구조에 반영된 

기능을 일률적으로 이용하는 단순한 법률관계가 맺어졌는데, 플랫폼 서비스

를 매개로 변화하고 있다. 이동과정에서 활용되는 교통서비스의 종류가 많아

지면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를 매개로 한 복수의 법률관계가 맺어진다. 데

이터 층의 연결성이 고도화될수록 서비스 이용관계는 더욱 복합화될 것이다.

2. 효율적 이용

두 번째 특징은 서비스 이용자의 행위가 효율적이고 단순화된다는 점이다. 

세분화된 서비스를 통한 다차원의 법률관계가 플랫폼에서 동시에 처리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실제 이용자의 행위는 단순해진다. 개별화된 서

비스가 점점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되어 연결 교통수단, 환승 정보, 출구 정

보, 근처 이용 가능한 주차장 등까지 한 번의 행위로 해결되고 있다. 그 결

과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고, 주차장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택시 정류장까

지 가 택시를 기다리는 등의 중간 행위가 온라인 연결로 사라진다. 플랫폼 

서비스가 물리적 공간 이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0에 수렴시키는 방향으

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세 번째 특징은 위 1.과 2.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는 특징이다. 플랫폼 교

통서비스가 이용자별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관계가 

다차원으로 복합화될 수 있다. 스마트 폰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용자의 최적의 동선을 제안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향성이 모여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공급체계가 형성된다.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던 서비스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용자의 필요에 맞추어 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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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혹은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68)

68) 이명식,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의 대응, 건축 제61권 제5호, 2017. 5., 4면 참조.



- 39 -

제 5 절  기반시스템

스마트 기술은 정보를 수집하여 거대한 플랫폼, 즉 데이터 층을 만든다. 

표준화된 기술을 통해 도시를 구성하는 사람과 사물 모두 연결되고 이를 이

용해 스마트 서비스가 작동한다. 개개인의 수요에 맞춤화되어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도시의 특성은 기반시설의 이용에도 적용된다. 기

반시설 또한 스마트 기술과 결합하여 데이터 층에 연결되고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시민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반시설이 데이터 층과 연결되어 시스템화된 작동방식과 결

합되는 양상을 인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기반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제안

한다.

Ⅰ. 기반시설의 의의

도시의 발달로 한정된 공간에 인구가 밀집하면서 도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를 기반시설이라 한다.69) 도로, 철

도, 공원, 주차장, 수도, 전기, 상ㆍ하수도 등이 대표적인 기반시설이다. 기반

시설의 기능은 물리적 시설 구조와 강하게 결부되어 있다. 통행을 유도하고 

싶으면 통행하고자 하는 교통수단을 고려한 도로를 제공하고, 교육 공간이 

필요하면 학교를 짓고, 주차 공간이 필요하면 수요량에 맞춘 주차장을 설치

한다. 

기반시설의 기능은 행정주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공공서비스의 내용이다. 

과거 자유주의적 국가에서 복지(사회)국가로 국가 이념이 변화하면서, 행정

주체의 역할은 공공의 안녕ㆍ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개입에서 시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동했다.70) 그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영역이 늘어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의 종류도 다양해져 왔다. 

69)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의미, 공법연구 제25집 제4호, 1997, 672면 참조.
70) 김동희ㆍ최계영, 행정법Ⅰ, 박영사, 2021, 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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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위생적인 수자원 제공 등을 위한 기반시

설들이 행정주체의 책임하에 공급된다. 행정주체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공 서

비스가 기반시설의 기능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곧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 행정주체는 시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

장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적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다. 

Ⅱ. 스마트 도시에서의 기반시설 기능

1. 데이터 층과의 결합

시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부과되는 행정청의 의무는 시민

들의 생활 변화에 대응해 왔다. 예를 들어, 1970년대 자동차 보급으로 시민

들의 이동 범위가 넓어지자 행정주체는 고속도로, 자동차 정류장 등을 도시

계획시설로 포함하여 원활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기반시설의 

종류는 사회 수준의 발달과 함께 생존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에서부터 인간

다운 삶을 보장하는 다양한 시설까지 확대되어 왔다.

발달된 과학기술은 행정청의 공공서비스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의 질과 양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즉, 스마트 도시에서의 기반시설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

하여 고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에 정보수집장치 등을 설치하고 교통

정보를 데이터 층에 집적하여 효율적으로 도로 시설을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상ㆍ하수도관, 전기공급시설도 효율적으로 물, 전기

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센서 등의 장치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제어장치를 

통해 공급과정을 통제하도록 변화하고 있다.71)

71) 전기ㆍ수자원ㆍ신재생 에너지 등의 공급망을 데이터 층과 연결시켜 효율적인 공

급체계를 구축하는 분야를 “스마트그리드”라 한다. 임시영 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현실국토와 가상국토의 연계ㆍ활용 전략, 국토연구원, 2017, 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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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층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는 기반시설의 이용 양상을 변

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기술로 재난을 예측하고, 

정확한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구조 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로, 건축물의 건설 

또한 디지털화된 가상 국토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의 배치를 판

단한다. 정기적 소방안전 점검은 센서를 통한 이상 신호 감지로 보완되고, 

드론으로 토지이용 상황을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한다. 사람이 직접 측정하고 

감에 의존한 판단으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데이터 층의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효율화되고 있다.

2. 공공정보의 활용

스마트 도시의 핵심인 데이터 층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연결망, 데이터들이 수집되고 공유되는 플랫폼, 그리

고 이 연결망을 누비는 공공 영역 또는 민간 영역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있

다. 데이터 층이 물리적 시설 층과 서비스 층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위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기능하여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공공 

영역에서 수집된 공공정보는 데이터 층에서 기반시설과 같은 기능을 하는 

요소이다. 기반시설과의 유사성은 공공정보가 단순히 공공 업무영역에서 수

집되었다는 점에서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공공정보가 공공이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서비스나 관련 민간 서비스가 작동하기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

에서 도시 기능의 토대가 되는 기반시설과 공통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공간정보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제공되는 모든 공공 또는 민

간 서비스에서 도로와 같은 기능을 한다. 자율주행차량과 같이 교통수단이 

공간정보에 의존하여 통행하면, 특정 도로의 공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도로를 폐지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 

19)의 상황에서 제공되는 보건 정보는 감염방지 관련 서비스에 활용된다. 확

진자의 동선 정보는 소독 방역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고, 백신 접종 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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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건축물 출입 가부를 결정한다. 신용 등급과 같은 금융 정보, 행정 

정보 등도 관련 서비스의 전제조건과 같은 역할로 활용되고 있다. 

행정청이 도시 공간의 이용 현황을 촘촘하게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갖추어지면 스마트 공공서비스의 종류는 다양해질 

것이다.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공공정보는 분야를 초월하여 통합되고, 활용되

는 영역 역시 확대될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 정보와 공간정보가 결합하여 

지병이 있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위

험물 제조ㆍ저장ㆍ취급시설 등록 정보와 119구조ㆍ구급 업무 정보를 연계하

여 효율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Ⅲ. 기반시스템 개념 제안

스마트 도시가 고도화될수록 기반시설로 제공되던 공공서비스는 데이터 

층과 긴밀하게 결합될 것이다. 각 기반시설의 기능을 고도화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시스템상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이용자 중심으로 

최적의 이용을 도모하는 통합된 스마트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의 삶을 편리하

고 윤택하게 변화시킬 것이다. 

기반시설의 이와 같은 기능 변화에 대하여 이제껏 관련 개념이 없었던 것

은 아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스마트도

시기반시설’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개념징표 없이 열거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①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과 공공시설에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가목),  ②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지능화된 가목 시

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나목), 

③ 스마트 도시 관리ㆍ운영시설(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 등)(다목), ④ 스

마트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제공하기 위해 건설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장치72)(라목)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7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를 두 가지로 분류하는데, 첫 번째 분류는 폐쇄회로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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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73) 스마트 도시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능화된 도시

기반시설을 ‘스마트 도시시설’이라 정의한 선행 연구도 존재한다.74) 

그러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혹은 ‘스마트 도시시설’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물리적 시설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기존의 기반시설의 기능에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하며 활용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차원에서만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는 도시 공간의 활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물리

적 시설의 비중이 적은 고도화된 공공서비스는 도시계획의 규율에서 제외된

다. 물리적 기반시설을 전제로 지능화 장치를 설치하고 정비하는 차원에서만 

도시계획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 

‘기반시스템’이란 공공정보를 근간으로 기반시설의 기능을 제어하는 관제

시스템이다. 데이터 층에서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개별 기반시설의 기능을 고

도화하고, 시설의 물리적 구조를 초월하여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를 통일적으

로 규율하기 위한 개념이다. 기반시설의 기능을 데이터 층과 통합하여 관리

하고, 데이터 층의 근간을 구성하는 공공정보를 도시계획 관점에서 규율한다

는 측면에서 개념의 실익이 있다.

레비전, 센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정보를 생산하고 수집하는 장치를 말하고, 
두 번째 분류는 정보 저장장치, 소프트웨어 등 수집된 정보를 스마트 도시 서비

스에 활용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영 제4조의2). 
7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참조.
74) 이범현 외, 스마트 도시시설의 체계적 확충 및 정비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7,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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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소 결 

스마트 도시에 관한 보편적 정의는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

고자 하는 도시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선진국은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

를 활용하여 노후화된 시설, 환경오염과 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스마트 도시라 정의한다. 개발도상국은 개발의 관점에서 스마

트 기술과 서비스를 활용하여 경제적 성장을 이룬 선진화된 도시를 스마트 

도시라고 본다. 그러나 이처럼 공익적 목적으로 스마트 도시의 개념을 제한

한다면, 도시의 공간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삶을 한 면에서만 바

라보는 것과 같다. 스마트 도시를 형성하는 주된 동력인 민간의 과학기술 발

전과 서비스를 포함하여 스마트 도시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치

중립적인 정의 방식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스마트 도시를 데이터 층을 포함한 다층적 구조의 도시로 정의

하였다. 모든 사물과 사람의 활동이 데이터화되어 고도로 연결되고 실시간으

로 지능화된 첨단 서비스가 제공되는 데이터 층이 형성된 도시가 스마트 도

시이다. 데이터 층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기술과 기술을 실현하는 스

마트 서비스를 통해 구축된다. 데이터 층의 연결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리적 

시설물의 구조와 형태가 전제한 의도로부터 벗어나 도시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한정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기반시스

템과 결합하여 고도화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 도시의 구조를 구현하는 구성요소, 즉 스마트 기술, 스마트 서비스, 

기반시스템은 스마트 도시 규율체계의 기준점이 된다. 스마트 기술은 데이터 

층을 통한 연결성을 강화하여 스마트 도시의 시스템 기능을 고도화시킨다. 

이를 통해 물리적 구조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향성은 가속화될 것

이다. 스마트 서비스는 시민들의 수요를 데이터 층에 반영하여 물리적 공간

을 개별적이고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공간의 이용 양상이 개별화

되고 다양해지면서 주택, 사무실과 같이 단일한 특정 목적으로 공간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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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될 것이다. 데이터 층을 활용한 사람들

의 활동은 도시관리 방식의 변화로 이어진다. 활동의 시스템화는 기반시설의 

시스템화를 촉구한다. 이는 사람들의 활동, 특히 물리적 시설물 설치하는 토

지의 건축적 이용을 통제하고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도시 공간을 관리하는 

도시계획 법제의 근간을 바꾸는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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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스마트 도시와 토지이용 변화

스마트 도시의 공간이용 방식이 도시계획 법제에 근본적인 변화의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논증하기 위해 규율 전제에서부터 변화를 살펴본다. 사

람들의 주된 활동을 크게 주거, 상업, 공업으로 나누어 규율하는 도시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이에 스마트 서비스가 미치는 영향을 서술한다.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이동 방식 변화가 미치는 도시 공간의 변화도 함께 살펴본다.

제 1 절  개 설

Ⅰ. 도시계획의 규율 대상

도시계획은 산업혁명으로 공장 주변에 근대적 도시가 형성되면서 등장한 

제도이다. 인구가 밀집되자 한정된 토지자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이 개입하면서 근대의 도시계획제도가 발전하였다. 공공복리를 위하여 

토지 소유권의 내용 일부를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공공에의 영향력이 

큰 건축적 이용을 규율하게 되었다. 잘못된 토지의 건축적 이용은 공공복리

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고 한 번 형성된 건축적 이용관계는 개선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이 토지의 건축적 이용을 규율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토지이용 관계에 교란을 야기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방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도시 기능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다.75) 전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개별적 건축행위에 개발상한선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규제한다. 

사람들이 건축물을 활용하는 행위를 크게 주거ㆍ상업ㆍ공업으로 분류하여 토

지에 주택, 업무ㆍ영업시설, 공장을 건축할 수 있게 용도를 부여하고, 건축물

75)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196면 참조.



- 47 -

의 구체적 용도와 형태를 제한한다.76) 

후자는 행정주체가 공공성이 높은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하는 방법으로 달성된다.77) 원칙적으로 행정주체가 도로, 상ㆍ하수도, 공

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한다. 즉, 도시계획시설

이란 ‘도시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중 공공성과 영향력이 높아 원칙적

으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의 절차를 거쳐 설치하는 시

설’을 뜻한다.78) 

기반시설 중 특히 도로는 사람들의 활동에 수반되는 이동을 위한 시설이

라는 점에서 토지의 건축적 이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주된 활동과 다른 

활동이 맺는 관계가 도로의 면적과 위치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주택의 경

우 거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편의시설, 직장, 학교 등으로의 이동을 반영

하여 도로와 그 밖의 교통시설이 설치된다.

Ⅱ. 스마트 도시에서의 변화

1. 한정된 공간의 활용 변화

도시계획은 거주, 영업, 생산 등 시민들의 주된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활

동의 필지들을 묶어 용도지역을 설정한다. 이는 각 필지가 원칙적으로 거주,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76조 내지 제78조 참조.
77) 도시계획시설이 수행하는 공공서비스는 안정적이고 엄격하게 공급되고 관리되어

야 한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설치하고, 운영ㆍ관

리의 책임을 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1항).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인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설치하기도 한다. 터미널, 역사

와 같은 경우 사인은 운영과정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 예외적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주 시행된다. 다
만, 그 공공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동법 동조 제5항, 제7항,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 289-290면 참조. 
78)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행정법연구 제34호, 2012, 3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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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판매, 생산 등 단일한 용도를 부여받는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79) 개별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주된 활동이 동일하므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요구되는 안전성, 보건성, 쾌적성, 경제성 등과 같은 입지조건도 유사하다. 

그러므로 활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으로 쉽게 집단화될 수 있다.80) 

공통된 입지조건은 법령에 규정된 건축허가요건에 반영되어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이 전제를 스마트 서비스가 온라인 연결을 통해 조금씩 변형하고 있다. 도

시계획은 각 활동이 각각의 공간에서 수행될 것을 예정하여 토지와 건축물

에 용도를 부여하고 도로로 연결하였는데, 스마트 서비스가 활동 양상을 변

화시킨다. 스마트 기술은 점점 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완화시키고 복수의 

활동이 공간으로부터 자유롭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한 공간에

서 수행될 수 있는 활동이 다양해지면, 현행 도시계획 법제에서 단일한 활동

을 기준으로 부여한 공간의 관계는 달라진다. 아래 제2절, 제3절, 제4절에서

는 용도가 복합화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현행 도시계획 법제가 설

정한 도시 공간 간의 관계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본다.

2. 물리적 공간의 한계 극복 방법 변화

현행 도시계획 법제에서 물리적인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동하

여 다른 공간에 가는 방법뿐이다. 한 공간에서는 하나의 주된 활동만이 가능

79) 물론 도시의 발달에 따라 오피스텔과 같이 거주와 업무 공간이 혼재되는 경우

가 발생하고 있지만, 개별 건축물에는 단일한 용도가 원칙이다. 또한, 오피스텔 

건축물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도 물리적으로 구분된 한 세대의 기능은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설정된다. ｢건축법｣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만, 세법상

으로는 주거용 또는 업무용으로 구별된다. 과세를 위해 실질 용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또한, 2010년 ｢주택법｣의 개정으로 오피스텔이 ‘준주택’으로 포함되면

서 주거용도가 제도적으로도 인정되고 있다(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제4호).
80) 입지조건의 종류에 관하여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편저, 토지이용계획론(4정

판), 보성각, 2015, 121-12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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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그러므로 호혜적

인 관계의 활동들은 근접하게 배치하여 접근성을 확보하고, 상충되는 관계의 

활동들은 원거리에 배치하여 분리시킨다. 

스마트 서비스는 물리적 공간의 한계를 온라인 공간에의 연결로도 극복할 

수 있게 한다. 복수의 활동이 한 공간에서 가능하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

선이 달라지게 된다. 이는 용도지역의 배치에 영향을 미치고 각 토지의 관계

를 반영한 도로의 이용 내용도 변화시킨다. 단일한 용도를 기준으로 호혜적

인 관계의 활동과 상충되는 관계의 활동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관계에 따

라 배치하는 기존 규제는 단일한 용도 전제에서 한 번, 배치 기준에서 또 한 

번 실질과 어긋나게 된다. 아래 제2절, 제3절, 제4절에서는 용도지역별 교통

시설 규율을 검토하여 각 활동이 전제하고 있는 이동양상이 변화하는 모습

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3.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기반시설의 설치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 역시 스마트 도시에서 데이

터 층을 통한 연결로 고도화된다. 즉, 기반시설과 기반시스템이 결합하여 고

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고도화되는 방식과 정도에 따라 각 공

공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물리적 시설의 비중은 달라진다. 단순히 물리적 시설

의 기능을 효율화하는 내용의 스마트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물리적 시설의 

비중이 크다. 따라서 현행 도시계획 법제와 같이 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중심으로 행정주체의 도시관리의무가 구성된다. 

반면, 데이터 층에서 수집된 공공정보를 활용하여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는 

물리적 시설의 비중이 작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주체는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물리적 공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관리하고 응용하여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하여야 한다. 행정주체의 도

시관리의무에 관한 규율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 본 장 제5절에서는 스마트 

도시에서 공공서비스가 고도화되는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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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거주 공간의 변화

Ⅰ. 거주 공간의 규율

시민들의 거주를 위해 일정한 지역에 주거 용도를 부여한 것이 주거지역

이다.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의 건축적 이

용을 규제한다.81) 거주하는 시민이 양호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한 수의 주택과 거주를 위해 필요한 전기ㆍ수도 등 공급시설, 교통시설, 학

교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조성한다.82) 거주의 일상적이고 내밀한 속성을 반영

하여 주거지역 내 주택에는 일조권 확보, 사생활 보호, 경관 보호를 위한 요

건이 적용된다. 

주거를 지원하는 편의시설 등도 양호한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며, 편의기능을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지역과의 근접성이 요

구된다.83) 어느 정도의 지원 시설을 갖추어 주거의 평온함 또는 편리함을 

도모할지에 따라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분된다.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일반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추구

한다.84) 준주거지역은 일부 상업 기능, 업무 기능과 같은 상업적 용도를 보

완한 주거 용도를 목적으로 한다.85) 각기 보호하는 주거 환경의 모습은 다

르지만 주된 활동을 단일하게 거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82)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839호, 2017. 5. 1. 일부개정)｣(이

하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3-1-1-5 (1), (2) 참조.
83)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2-1 (1) 참조.
84)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환경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저층ㆍ중층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거환경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보

호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

층주택을 중심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ㆍ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

거환경을 보호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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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과 교통시설의 배치

저밀도 주거환경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가장 엄격하게 용도지역의 배치가 제한된다. 전용주거

지역의 경우,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과 연접하여 지정될 수 있으나 상

업지역이나 공업지역과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할 수 없다.86)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유사한 주거밀도를 갖는 전용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지정된

다.87) 중층 주택 중심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원칙적으로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과 같이 환경상 공해

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도지역군과의 연접이 제한된다.88) 다만, 녹지대 또는 

지형적으로 차단되어 주거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연접이 허용된다.89)

편리한 고밀도의 주거환경을 위해 지정된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

역의 경우 용도지역의 배치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있다. 특히 준주거지

역은 상업적 활동의 혼재를 어느 정도 허용하므로 상업지역ㆍ공업지역과 접

하여 위치할 수 있다.90) 다만, 일반 공업지역과 전용 공업지역과 접할 때에

는 도로나 하천 등의 지형지물로 명확히 구분하여 거주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91) 

보호하고자 하는 주거환경의 양상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내용도 달라진

다. 보호 강도가 강할수록 인구유입을 유발하는 기반시설, 특히 도로의 설치

가 강하게 제한한다. 예컨대, 주간선도로는 시설녹지가 설치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접할 수 없다.92) 반면, 제3종 

86)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2-2 (1) 참조.
87)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2-3 (1) 참조.
88)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2-3 (2) 참조.
89)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2-3 (2) 참조.
90)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2-4 (3) 참조.
9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2-4 (8) 참조.
92)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2-2 (1), 3-1-2-3 (1) 참조. ‘주간선도로’란 도시 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도시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



- 52 -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해 인구 유ㆍ출입을 용

이하게 하는 간선도로, 지하철역과 같은 교통시설이 근처에 위치하여야 한

다.93)

2. 건축물의 용도 규제

도시계획 법제가 주거지역에서 수행될 것으로 예정하는 활동은 주거활동

과 주거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보호하고자 하는 주거 환경에 따라 주거 건축

물의 용도, 즉 주택의 종류가 달라지고, 추구하는 편리함의 정도에 따라 편

의시설의 범위도 달라진다. 주택의 경우,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

역에서는 단독주택과 저층의 공동주택만 허용되고,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

역, 준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허용된다. 다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상 중층 이하로 제한된다.94) 

편의시설도 거주 활동과의 관계에 따라 규율된다. 평온함에 비중을 둘수록 

최소한의 필수적 편의시설만이 허용되고, 편리함에 비중을 둘수록 허용되는 

범위는 넓어진다. 가장 보호 강도가 높은 전용주거지역은 주거를 위해 필수

적인 시설들로 구성된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범위 안에서 설치가능한 편의

시설의 종류를 제한한다.95) 일반주거지역은 원칙적으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에 더하여 종교시설, 학교, 노유자시설을 허용한다.96) 준주거지역은 가장 보

호 강도가 낮으므로 건축이 불허되는 용도를 규정하고 그 외는 허용 용도로 

열어두었다. 다만, 주된 활동이 주거환경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단란주점, 숙

로로서 도시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 제3호 가목). 많은 양의 교통을 처리하며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이 전용주거지역이 보호하고자 하는 주거의 평온함에 상충되므로 

이와 같이 규정한다.
93)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2-3 (3), 3-1-2-4 (4) 참조.
94) 서울특별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7층 이하로 하되, 예외적으로 15층, 10층 등을 

허용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제1항 제1호 참조. 
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별표3] 참조.
9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별표5], [별표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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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설, 위락시설과 같이 건전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용도군과 격리병원, 위

험물 저장 처리시설과 같이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용도군, 그리고 공장, 폐

차장, 자원순환시설 등 소음ㆍ환경공해 물질을 배출하는 용도군을 원칙적으

로 제한한다.97)

Ⅱ. 스마트 도시에서의 주거 공간 이용 변화

위와 같이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주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거

지역을 설정하여 다른 용도지역과 기반시설의 배치를 제한하고, 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결정한다. 주거 공간에서는 주된 활동으로서 거주만

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거주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구성된 규

제들이다. 그러므로 주거 공간에서의 활동을 확장시키는 스마트 서비스의 등

장은 도시계획 법제의 주거지역 규율의 근간을 흔들게 된다. 

1. 재택근무

재택근무는 인터넷과 함께 등장한 업무 형태로 스마트 도시와 함께 등장

한 개념은 아니다. 다만, 2019년 발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으

로 인해 사회가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업무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사무직을 중심으로 재택근무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98) 전자문서가 일상

화되고 온라인 공간에서 회의 등의 업무가 어려움 없이 이루어지면서 물리

적 업무 공간의 필요성이 점점 지워지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연결성이 강

9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7] 참조.
98) 실제로 2020년 재택근무를 경험한 근로자 중 50% 이상이 재택근무를 현 수준

으로 유지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일반 사원뿐만 아니라 고위 관리자까지 

직급을 가리지 않고 재택근무의 이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택근무가 빠

르게 상당 부분의 업무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서연ㆍ김민영, 재택근

무 확대가 도시공간과 통행행태에 가져올 파급영향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지역

개발학회지 33(2), 2021, 6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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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스마트 도시에서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변화

주거지의 입지요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직장과의 접근성이다. 반복

적으로 이루어지는 출ㆍ퇴근의 이동거리가 길어지거나 출ㆍ퇴근에 이용되는 

대중교통시스템이 열악하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고 보기 어

렵다. 그러므로 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 근접하여 배치되고, 직장이 밀집하여 

존재하는 업무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한다.99) 

주거와 직장이 일상생활에서 갖는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과 

기반시설이 강력하게 연계되었는데, 재택근무가 두 공간을 하나의 공간(주거 

공간)으로 통합하여 연계의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있다100) 주거 공간에서 거

주 외에 업무 활동이 이루어지면 편의시설 또한 주거 지원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 지원에 필요한 시설 등으로 확대될 것이다. 실제로 테헤란로 등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던 공유오피스가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주거지역 근처

에도 들어서기 시작했다.101)

이는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업무시설의 밀집을 예정한 상업지역의 특성도 

변화시킨다. 밀집된 직장인을 수용하기 위한 업무시설과 이들을 수용하기 위

해 들어선 음식점, 판매시설로 이용되는 상업지역 또한 다른 건축적 이용으

99) 근접한 정도는 각 주거지역이 보호하고자 하는 주거 환경에 따라 다르다. 주거

와 직장지간의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

회 편저, 앞의 책, 245면 참조. 
100) 연구들에 의해 재택근무일 수가 많아질수록 주거지를 선택할 때 직장에의 접근

성이 고려되는 비중은 줄어든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윤서연ㆍ김민영, 앞의 

논문, 71면 참조; Moeckel. R., Working from home: Modeling the impact of 
telework on transportation and land use, Transport research procedia 26, 2017, 
212-213면 참조.

101) 이데일리 2021. 5. 22.자 기사, ｢‘주거지역으로도 진출’…공유 오피스 시장 변화｣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20.)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03846629051544&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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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이용 양태가 지금과 같이 

구분되기 어려워질 것이다. 

(2) 교통시설의 변화

교통시설의 적정한 용량은 주거지역 내 인구밀도, 구성 내용에 근거하여 

산정된다. 직장ㆍ학교 등 주민의 구성비에 따라 대략적인 출발지와 목적지를 

추출하고, 이용이 몰리는 시간대와 이용하는 교통수단 등을 고려하여 교통시

설을 확보한다. 재택근무의 비중이 높아지면 공통된 이동요인이 줄어들게 된

다. 주거지역 주변의 교통시설은 예정하고 있던 출ㆍ퇴근 대신 다양한 다른 

비업무적 활동으로 대체된다.102) 

그에 따라 도로 등 교통시설이 예정하고 있는 활동의 내용은 달라지게 된

다. 주민들의 목적지가 다양해짐에 따라 주거지와 직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치된 도로는 다양한 목적지를 수용해야 한다. 공간과 공간의 관계가 변경

되어 도로가 수용 가능한 이동량을 초과하면 도로 공간의 불합리한 이용이 

초래된다. 이를 토대로 세운 용도의 배치 또한 그 전제를 수정할 수밖에 없

게 된다. 

2. 스마트 생활서비스의 확장

생활서비스란 주거를 중심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주민의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는 도시

계획 법제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체화되어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그 서

비스가 주민의 거주 활동에 필수적인지 여부로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어 

규정된다.103)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분류이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필수시설에 이르지는 않지만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

102) 윤서연ㆍ김민영, 앞의 논문, 71면 참조; Moeckel. R., 앞의 논문, 212면 참조.
10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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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판단되는 시설 분류이다. 

‘근린생활시설’ 역시 주거 공간에서는 거주만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반영

된 개념이다. 주거 공간에서는 공간의 제약으로 수행될 수 없지만, 거주 활

동에 필요한 또는 유익한 활동들을 분류하여 주거와의 밀접성에 따라 주거

지 근처에 위치시킨 시설군이기 때문이다.104) 도보권에 위치하는 것을 전제

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정도를 판단하고, 그 정도를 통제하기 위하여 영업

을 위한 바닥 면적을 제한한다. 그렇게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된 시설의 종류

와 규모를 편의상 하나의 용도군으로 묶어둔 것이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러나 

스마트 서비스로 인해 그 전제가 달라지고 있다. 

(1) 물리적 이동 필요의 감소

가장 명확한 변화는 이동이 불필요한 근린생활 업종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온라인 서비스로 대체되면서 주택과의 

접근성 요건이 그 실익을 잃고 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기보다는 전자상

거래 앱을 통해 장을 보고 다음 날 물건들을 집 앞에서 받는다. 영업시간에 

맞춰 세탁물을 들고 가야 했던 세탁소 대신 문 앞에 내놓으면 새벽에 수거

104) 근린생활시설은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1970년대 같이 도입된 개념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서울 화곡동과 잠실지구, 영동지구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고,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택지를 조성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단계에서는 아파트와 같이 고밀도의 주택이 들어설지 예상하

지 못했다. 학교, 공원, 근린상가 등의 근린공공시설이 부족하게 되자 나온 개념

이 도시계획법의 아파트지구이다. 아파트지구는 공동주택개발시 주거 생활에 필

수적인 시설들을 도보권 안에 두도록 하는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였다. 
아파트지구 내의 건축제한(1977. 12. 11. 시행 대통령령 제8742호 구 ｢건축법 

시행령｣155조의2) 규정은 아파트지구 내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고 

있다. 아파트, 판매장, 공중목욕탕, 주유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 종합병

원을 제외한 병원, 운동시설, 도서관, 종교용 건축물, 유치원, 양로원과 같은 노

유자시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파출소, 소방서, 동사무소, 우체국 등 시설, 난
방, 가스, 전기, 수도, 하수도 공급처리시설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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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다음 날 새벽에 배송해주는 비대면 세탁 서비스를 이용한다. 집 근처의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경우보다 배달 가능한 식당들을 앱으로 검색하여 주

문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 은행 영업소에 가서 처리해야만 했던 업무

들도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당 부분 처리한다. 

그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을 구성하는 서비스들의 입지조건이 변하고, 서비

스 대상자가 확대되고 영업의 규모도 달라진다. 계좌이체와 같이 직접 방문

하는 것과 서비스에서 질적 차이가 나지 않는 업종들을 시작으로 이러한 변

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은행, 세탁소, 부동산 중개소, 슈퍼마

켓,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의 입지 조건이 더욱 크게 변화할 것이다.105) 다시 

말해, 주거의 평온을 해치지 않으면서 주거에 필요한 시설군이라는 개념이 

실질과 점점 달라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을 유지한다면 서비스별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입지조건을 부여하기 어렵다. 

(2) 물리적 규모의 의미 축소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같은 기능의 시설이라 하더라도 규모에 따

105) 보행으로 찾아오는 소비자는 줄어들고, 서비스 내용은 스마트 서비스로 대체되

면서 영업별 입지 조건은 다양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소는 해당 

단지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단지 내 상가에 입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동산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의해 그 기능을 빼앗기면서 입지조건의 

실익이 희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부동산 중개소는 오히

려 교통편이 좋거나 더 많은 매물에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세탁서비스는 급격하게 물류서비스화되어 주거지역 내 상가에서 공

업지역 내 세탁공장으로 그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
식당도 마찬가지이다. 배달 문화가 일상생활에 자리잡으면서, 기존에는 중국음

식, 치킨, 피자 등에 한정되어 있던 배달 음식의 종류가 거의 모든 음식 종류로 

확대되었다. 식당의 종류도 동네 중국집, 분식집, 치킨ㆍ피자업종에서 도심지에 

위치한 고급 식당, 까페까지 광범위해졌다. 음식을 소비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사람들의 동선이 많은 곳, 예를 들어 업무 지구 옆 먹자 골목, 지하철 역 출구 

근처라는 입지 요인의 기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오히려 주거지역과 업무 지

구 모두 배달이 용이한 지역이 선호되는 식당의 입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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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근린생활시설 여부가 결정된다.106) 이는 면적을 제한하면 영업의 규모가 

줄어들고, 주거지역의 평온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도 함께 제한된다는 전제에

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전제 역시 스마트 서비스로 인해 유지되기 어렵

다. 근린생활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물리적 공간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면서 서비스의 이용규모도 더 이상 영업장의 면적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서

비스가 영업장에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면

서 면적을 통제하는 것으로는 영업의 규모를 통제하기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휴게음식점의 경우, 300m²로 면적이 제

한되고 있지만 유발되는 교통량은 영업장의 면적이 아닌 배달 앱에의 노출

이 결정하고 있다. 영업장의 규모가 좁고, 중심상업지역에서 떨어진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 위치하더라도 배달 앱 상단에 노출되거나 평가가 좋으면 

주문량이 많아지고 배달 오토바이의 잦은 출입을 야기한다. 주거지역 내 오

토바이 소음 피해, 안전사고 발생이 서비스의 제공 형태의 변화를 방증한다. 

표� 2� � 근린생활시설과�다른�용도�면적� 기준� 비교

106) 김은희ㆍ오민정,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물 용도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20, 69면.

구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규모 초과시

공연장 - 500 m²미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집회장 - 500 m²미만 종교시설

자동차영업소 - 1천 m²미만 자동차 관련 시설

일용품 소매점 1천 m²미만 1천 m²이상(서점) 판매시설

휴게음식점 300 m²미만 300 m²이상 -
게임 관련시설 - 500 m²미만 판매시설

위생관리시설 미용ㆍ세탁ㆍ수선
장의사ㆍ동물병원ㆍ

미용실 등
장례식장

의료기관
의원, 치과의원 등 

주민치료시설
- 의료시설

학원ㆍ교습소ㆍ직

업훈련소
- 500 m²미만 교육연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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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린생활시설의 전제조건 해체

이처럼 스마트 서비스는 근린생활시설 개념을 해체시키고 있다. 다시 말하

면, 근린생활시설로 묶여 있던 활동들의 입지 요인이 변화하고 있다. 물리적 

공간에서의 접근성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온라인에서의 소비자와의 매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편의성 측면에서 여전히 가까운 데 있는 시설을 

선호하게 되므로 접근성의 기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근린

생활시설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의존 정도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

다. 이러한 경향은 건축물을 유연하게 사용하여 중심 활동을 특정하기 어려

워질수록 더욱 강화될 것이다.

구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규모 초과시

체육활동시설
500 m²미만

탁구장, 체육도장

500 m²미만

주민체육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1천 m²미만 - 업무시설

일반사무소 300 m²미만 500 m²미만 업무시설

다중생활시설 - 500 m²미만 숙박시설

단란주점 - 150 m²미만 위락시설

물품 

제조ㆍ가공ㆍ수리
- 500 m²미만 공장

에너지

공급시설
1천 m²미만 - 발전시설

통신용시설 1천 m²미만 - 방송통신시설

기타

주민공동편의시설, 
변전소, 도시가스

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일반음식점, 총포판

매소, 사진관, 표구

점, 독서실, 기원, 
안마시술소, 노래연

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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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 결

현행 도시계획 법제는 주거 공간에서는 거주를 위한 활동만이 이루어진다

는 것을 전제로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규율한다. 거주 활동을 위해 

필요한 편의시설 등으로 근린생활시설을 구성하여 주거지역 내에 함께 위치

시킨다. 거주 활동과 다른 활동과의 상관관계를 반영하여 용도지역을 배치시

키고,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스마트 서비스로 인해 주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다변화되면서 주

거지역 규율의 전제가 흐려지고 있다. 생활서비스의 이용방식이 달라지자 주

거지역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이 오히려 토지의 불합리한 이용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개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종류가 달라져 다른 활동과의 

일정한 상관관계를 도출하기 어려워졌다. 개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목적지도 다양해지므로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특정 용도지역과 기반시

설을 배치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즉,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주된 주거 

용도를 설정한 주거지역이 점점 그 존재의 실익을 잃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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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상업 공간의 변화

Ⅰ. 상업 활동의 규율

상업지역은 시민들의 다양한 상업ㆍ업무 활동을 집단화하여 일정한 지역에

서 수행될 수 있도록 상업 용도를 부여한 용도지역이다.107) 상업이나 그 밖

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토지의 건축적 이용을 규제한다.108) 상

업지역은 주거지역과 같이 보호 관점에서 토지의 건축적 이용을 제한하기보

다는, 효율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활동을 조

정하는 관점에서 토지이용을 규율한다. 상업시설 등이 밀집될 수 있도록 고

밀도 개발을 허용하고, 사람과 물자의 유동량을 수용할 수 있는 도로ㆍ철도

와 같은 교통시설을 갖춘다.109)

원활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도시의 규모와 기능에 따라 도심ㆍ부도심

과 지구중심 등으로 구분하여 용도를 부여한다.110) 도심ㆍ부도심은 중심상업

지역으로, 일반적인 시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한다.111) 이와 더불어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상업 활동의 내용을 특정한 근린상업지

역과 유통상업지역도 있다. 근린상업지역은 주거지역에 근접하여 일용품과 

107) 광의의 상업은 유형ㆍ무형의 상품을 팔아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

인의 영업 전체를 일컫는다. 협의로는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일을 말한다. 광의에 따르면, 법인의 영업에 종사하는 업무 활동도 상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무직 근로자의 활동을 업무로 구분하여 일컬

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ㆍ판매ㆍ유통 등의 영업을 모두 포괄하여 상

업 활동이라 지칭하도록 한다. 
전자의 광범위한 정의는 국세청의 용어사전, 후자의 정의는 네이버 국어사전 참

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20.)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dictionary/view.jsp?word=&word_id=5393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1e9fa486bdc4556bcc792af97a5bdca

10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109)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3-1 (1), (3), (4) 참조.
110)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1-5 (3) 참조.
1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나목 참조.



- 62 -

서비스의 공급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유통상업지역은 도시 내 또

는 도시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112) 

1. 용도지역과 교통시설의 배치

사람과 물자가 원활하게 만나는 것이 상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우선적인 조건이다. 이를 위해 교통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고밀도 개

발을 허용한다. 가장 기본적인 도로 시설의 경우, 상업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모든 종류의 상업지역 수립과정에서 자동

차, 대중교통, 보행 등에 의한 접근성을 우선시한다.113) 중심상업지역은 도심

ㆍ부도심지로서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수단

의 이용이 편리할 것을 요구한다.114) 일반상업지역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생활권의 중심지로서 이 역시 자동차, 대중교통에 의한 통행 발생이 많을 것

을 요한다.115)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은 접근성 면에서 특정된 활동의 내용이 잘 

드러난다. 근린상업지역은 교통량이 많은 주간선도로보다는 보조간선도로에 

접할 것을 요하며, 주민들이 간선도로의 횡단 없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을 요한다.116) 유통상업지역은 물자의 유통에 중점을 두는 지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1항 제2호 다목, 라목 참조.
11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 제1항 참조.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며,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 공업지역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5

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114)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3-2 (1) 참조.
115)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3-3 (1), (3), (5) 참조.
116)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3-4 (1),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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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인만큼 물자공급지의 연결이 용이하고, 도시 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송단지

와의 교통이 편리할 것을 요구한다.117)

상업지역에서는 각종 영업 업무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이 수행되므로 

용도지역 배치상 주거지역에 비하여 제한이 크지 않다. 상업지역이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과 연접한 경우, 활동간 관련성을 기초로 생활편익시설, 중심

업무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118) 다만, 인구 유동성이 크고 교통 유입량

이 많은 상업 활동의 특성상 주거의 평온함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이 

고려되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저밀도의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주거지역

의 경우 상업지역과의 연접이 금지되며, 일반상업지역에서는 명시적으로 주

거지역과 분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녹지 등 완충지역을 두도록 하고 있다.119) 

2. 건축물의 용도 규제

상업지역의 경우 건축될 수 없는 건축물의 용도를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주거지역보다 유연하게 다양한 활동을 수용한다. 구체적인 불허 시설은 종류

별로 조금씩 다르나 크게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환경상의 이유로 부합하지 

않는 시설군(공장,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소ㆍ저장소, 폐기물처

리시설 등), 높은 개발밀도와 맞지 않는 시설군(묘지, 관광휴게시설, 야영장 

등), 주거지역에 연접하였을 경우 건전한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군(주거지

역과 차단되지 않은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상업지역에서 건축이 불허된

다. 

특히, 다양한 상업 활동 중 유통으로 목적이 제한된 유통상업지역의 규율

을 보면 현행 도시계획 법제에서 파악하고 있는 유통 활동의 모습이 드러난

다. 다른 종류의 상업지역과 비교해서 두드러진 유통 활동의 특징은 주거지

역과 가장 친하지 않은 상업 활동이라는 점이다. 거주 활동과 가장 밀접한 

117)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3-5 (1), (3) 참조. 
118)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3-1 (2) 참조.
119)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3-3 (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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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상업지역은 물론이고, 중심ㆍ일반상업지역에서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건축이 일정 조건 하에 허용된다.120) 그러나 유통상업지역은 원칙적으로 단

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건축을 불허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노유

자시설 등 주거에 공하는 시설들에 관해서도 유통상업지역에서만 도시계획

조례에서 불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점은 반대로 주거지역과 인접할 것을 예정한 근린상업지역에서 유통을 

위해 필요한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시설ㆍ운수시설, 창고시설의 건축을 불허

할 수 있다고 한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근린상업지역 내, 즉 주거와 가

까운 곳에서 이루어지는 유통 활동은 영업을 위한 바닥면적 3천m² 미만의 

판매시설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운수시설도 보조간선도로 위주의 도로 환경

을 고려하여 3천m² 미만의 시설만 도시계획조례상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121)

3. 소 결

상업지역은 주거지역과 달리 구체적인 단일한 활동을 지정하여 보호하기 

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포용하여 규제한다. 그러므로 주거지역만큼 다른 활동

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 용도지역의 배치나 건축물 용도 제한

이 엄격하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충분

히 설치하는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의 주를 이룬다. 

비교적 활동이 특정된 유통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계획 법제가 

전제하고 있는 유통과 거주의 관계가 드러난다. 유통상업지역에서 물류시설, 

대규모 점포 등을 통해 이루어져 온 유통 활동은 많은 인구와 물자가 유출

120) 중심상업지역은 다른 상업적 용도와 복합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허용될 여

지를 단서에 두고 있고, 일반상업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에서 건축을 

불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주택과 주거용도로만 쓰이는 공동주택의 건축을 

금지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 제1호 가목

과 나목 및 동시행령 [별표9] 제2호 가목과 나목 참조. 
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0] 제2호 다목과 라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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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므로 주거의 평온함을 크게 해친다고 본다. 근린상업지역에서도 도시계

획조례상으로 전통적인 유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는 스마트 물류서비스에서 변화시키고 있는 유통의 입지조건과 정반대이다. 

유통의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물류센터는 증가하는 전자상거래 주문에 

발맞추어 증가하고 있으며, 빠른 배송을 위해 주거지역과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 입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Ⅱ. 스마트 도시에서의 유통 방식 변화

유통 활동의 성격을 바꾼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빠르게 성장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이다. 쿠팡과 마켓컬리와 같은 온라인 전자상거

래업체의 발달로, 주말에 대형마트에 가서 계획적으로 대량 구입하던 소비방

식이 필요할 때마다 소량을 구입하여 집으로 배송받는 방식으로 변화하였

다.122) 이마트, 롯데마트 등 국내 대형마트도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비중을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다.123) 

전통적으로 유통의 종착지는 대부분 소매점이었는데, 스마트 물류서비스로 

인해 주거지까지의 배송과정이 유통 과정에 추가되었다. 대형 화물트럭에 의

해 대량의 물품이 물류창고로부터 소매점으로 운송되어 가는 것이 물류의 

대부분이었다면, 현재는 소량의 개별 소비자의 수요에 즉시 반응하여 포장이 

이루어지고, 소형 화물트럭에 의해 실시간으로 배송된다. 즉, 출입하는 인원, 

차량, 분류 및 포장 등을 하는 상주 근로자 등이 이전에 비하여 훨씬 많아진

다는 뜻이다. 이는 유통 활동을 위해 마련된 도시계획 규제들뿐만 아니라 건

축경찰법적 위험방지요건에도 변화 압력으로 작용한다.124)

122) 유윤(劉潤) 저ㆍ서지원 역, 신유통혁명, 서영출판사, 2019, 101면 참조.
123) 연합 인포맥스 2020. 11. 11.자 기사, ｢‘사업재편ㆍ온라인’ 올인한 이마트, 적자 

위기서 벗어났다｣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6978)

124) 건축경찰법이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권의 

일종인 건축할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일컫는다. 우리나라에서 건축경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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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류센터 기능의 복합화

물류센터는 최근 스마트 물류서비스의 보급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물류시

설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에서 물류센터는 보관기능

이 주가 되는 물류창고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물류센터의 주된 

기능은 보관에 국한되지 않는다.125)126) 물류 관련 영업법에서만 살펴보아도 

물류센터는 보관보다는 유통을 위한 기능에 비중을 두고 있다.127) 이와 같은 

변화는 스마트 물류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물류센터에서 극명하게 드러나

고 있다.128)

기능은 대체로 ｢건축법｣이 담당하고 있지만, 영업법제상 일부 시설기준 등에서 

위험방지요건을 규정하는 등 정확히 양자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

정법 ｢건축법｣과 구별하여 건축경찰법적 기능을 하는 법제를 모두 통칭하는 경

우에는 ‘｢ ｣’표시 없이 ‘건축법’이라 표시한다. 건축경찰법의 의의에 관하여 김

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25-27면 참조.
12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류창고란 화물의 저장, 

관리, 집화ㆍ배송 및 수급조정 등을 위한 보관시설ㆍ보관장소로 정의된다. 물류

창고업에 요구되는 시설로 보관시설을 갖춘 창고시설만이 명시적으로 요구되고, 
등록기준에 보관시설 및 장소의 면적 기준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보관기능이 

핵심 기능임을 알 수 있다(법 제21조의2 제1항,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항).

126)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류시설의 종류로 물류창고과 

물류터미널만 정의하고 있을 뿐 물류센터는 따로 정의내리고 있지 않다. 다만, 
2020. 4. 7.자 개정으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도입하면서, 이를 첨단물류시설 등

을 갖춘 물류창고라 정의 내려 물류센터를 물류창고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7) ｢유통산업발전법｣의 “물류센터”는 상품을 보관하는 기능은 물론 상품을 전시하

고, 포장ㆍ배송하며,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제공한다(법 제

17조의2 제1항). 실무상 물류센터와 거의 동일하게 쓰이는 “유통센터”는, ｢농수

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집된 농수산물을 보관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장ㆍ가공하여 배송하고 판매도 하며 정보처리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법 제2조 제12호). 직판장도 갖추어 판매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물류창고와 가장 구별된다(동법 시행규칙 [별표 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

설기준). 
128) 국토교통부ㆍ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미래 스마트 융복합 물류기술개발 사업

기획 최종보고서, 2020. 8., 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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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와 같은 소매점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소매

점의 물류창고에 대량 단위의 물품이 들어오면, 이를 분류하거나 가공하고 

포장한 소매 단위의 상품을 판매시설의 진열장에 진열한다. 판매시설이기는 

하지만 가공ㆍ분류ㆍ포장 등의 유통을 위한 부수적 기능이 행해지고, 재고를 

보관하는 보관 기능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 기능들은 판매를 위해 필수적으

로 필요한 기능들이므로, 판매시설의 부속용도로 파악된다. 즉, 소매점의 창

고시설은 판매기능을 위한 부속용도로 판매시설의 부수 시설로 파악된다.129) 

반면, 전자상거래업체의 스마트 물류센터는 판매기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물류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아 창고시설 용도로 규율된다. 그러나 이 창고시설 

역시 소비자의 구매에 즉시 대응하기 위한 보관용 창고이며, 판매를 위한 시

설이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 지역에서 수요가 높은 품목들의 재고를 확

보해두고, 물류센터에 재고가 확보된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앱에 진열하며, 

소비자가 구매 버튼을 누르면 즉시 소비자의 집으로 배송한다. 이전 물류창

고에서는 대량 단위의 물품을 보관하고, 도ㆍ소매점으로 운반하기 위한 하역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물류센터에서는 개별 소비자의 주문에 맞추어 물품

을 분류하여 포장하는 역할이 주로 이루어진다. 즉, 물류센터 건물이 판매시

설의 재고관리를 위한 부속용도로서의 창고 기능을 하고, 온라인 판매망이 

판매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판매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유통기능과 본

질적인 구분이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보관과 판매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것은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물

리적 행위에 스마트 서비스가 더해져 진열의 기능을 하게 되었고, 즉시 배송

이 가능한 물류시스템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

스와 같은 창고형 할인점을 보면 차이점이 더욱 모호해진다. 쌓여있는 재고

가 동시에 진열의 기능을 하고 소비자는 그곳에서 직접 구매를 한다. 결국 

차이점은 소비자가 물건을 만나는 장소가 오프라인 진열인지, 온라인 진열인

지, 그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집으로 가져오는 것과 타인이 집 앞으로 가져

다 주는지이다. 

129)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부속용도 정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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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물류서비스는 정보통신 과학기술, 첨단 배송시스템을 통해 위 차이

점을 점점 지우고 있다. 스마트 기기에서 상품을 둘러보아도 불편함이 없게

끔 자세한 설명과 다른 사용자의 후기로 보완할 뿐만 아니라 의류업체들은 

빅데이터를 통해 사이즈를 제안하거나 증강현실기술로 상품을 직접 자신의 

신체에 대어보도록 한다. 첨단화된 배송시스템은 주문 즉시 배송이 시작되어 

실제 물건을 사러 가는 것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물건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판매망이 대형마트 매장을 축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

난다. 실제로 이마트는 오프라인 매장의 면적을 줄이고, 재고를 보관하던 창

고의 비중을 늘려서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130) 판매시설인 대

형마트에서 물류센터의 기능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물

대장에는 여전히 판매시설로만 등재되어 있다. 판매시설과 물류센터의 기능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상업지역에서 분리하여 부여하였

던 판매 활동과 보관 활동이 점점 융합되어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

2. 도로 사용 등의 변화

유통을 위한 보관시설로만 물류센터를 인지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설치된 도로도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통 활동의 변화로 물류의 

종착점이 소매점에서 소비자의 집으로 변화한다는 뜻은 소매점과 주거지간 

소비자 이동의 상당 부분을 1.5 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가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전제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단기간에 소형 화물차의 운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건설법제

가 예정한 기반시설 사용량을 초과하게 되고 물리적 공간 부족 문제를 야기

한다. 최근 택배 상ㆍ하차가 화물조업 공간 부족으로 도로에 불법 주ㆍ정차

130) 머니투데이 2021. 7. 11.자 기사, ｢마트를 물류센터로…오프라인 점포의 반격｣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4.)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708131731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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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채 이루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교통체증과 소음ㆍ매연 등의 피해를 겪

고 있다. 이 상황이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 규율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다.131) 

더군다나 물류서비스의 객체가 조리된 음식, 세탁물로까지 급격하게 확장

하여 이륜차의 도심 내 통행량이 급증한 것도 도로에 한계를 야기하고 있

다.132) 이 또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예정했던 도로의 이용 형태를 벗

어난 방식이다. 이륜차의 통행량이 급증하여 원활한 교통에 위협이 되고 있

고, 주거지 내 오토바이 소음도 야기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와 같은 교통시설의 한계는 새로운 운송수단의 도입으로 심화될 것이다. 드

론과 자율주행차에 의한 화물 운송서비스는 기존의 기반시설이 예정하고 있

던 형태와 빈도를 초과하게 된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물류서비스의 변화를 받아들

이지 못하고 있다. 공원형 아파트 단지에 택배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는 것도 

기존 건축물이 예정한 서비스의 형태가 아니거나, 예정한 서비스의 양을 훨

씬 초과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지상 통행은 금지하고 있고, 지하주

차장으로는 차 높이를 낮춘 저상차만 출입이 가능하므로 기존의 표준 높이 

택배차량을 운행하는 택배기사들은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부터 세대까지 손

수레로 배송하여야 한다.133)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건이 끊이지 않는 건 물류

서비스의 변화를 물류시스템뿐만 아니라 건축물, 기반시설에서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그 간극을 모두 택배업계 종사자들이 메우고 있기 때문이

다.134) 

131) 국토교통부ㆍ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앞의 보고서, 2면 참조.
132)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은 ‘생활물류서비스’에 택배서비스와 함께 이륜차에 의

한 배달, 퀵배송도 물류서비스로 포함시킨다. 이륜차에 의한 배달은 ‘소화물배송

대행서비스사업’으로 분류된다. 법 제2조 제1호, 제3호 참조.
133) 매일경제 2021. 4. 29.자 기사, ｢“택배대란 3년...택배사도 주민도 포기했다” 다

산신도시 가보니[르포]｣(최종접속일자: 2021. 12. 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411769/)

134) 뉴시스 2021. 3. 8.자 기사, ｢몸집은 커졌는데... 끊이지 않는 쿠팡 택배 노동자 

사고｣(최종접속일자: 2021. 12. 4.)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411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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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 결

재화와 소비자가 만나는 장소가 소매점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유통

과정은 소매점에서 주거지까지 연장되고 물류센터는 소매점에서 이루어지던 

유통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소매점들도 온라인 배송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물류센터의 재고 보관기능도 수행한다. 이렇듯 스마트 서비스의 발달

이 창고시설과 대형마트의 기능적 차이점을 점점 지워버리고 있다. 이로 인

해 유통과 판매와 거주 활동이 맺고 있던 관계가 변하고 물류센터의 입지조

건 또한 주거지역 가까이 이동하고 있다. 입지조건 뿐만 아니라 주거 또는 

유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건축물 역시 그 변화와 충돌을 일으

키고 있다.

도시계획 법제의 한계가 가장 먼저 드러난 곳이 구체적인 활동을 특정한 

유통상업지역이라는 점은 스마트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 한정된 공간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구체적으로 특정될수록 스마트 서비스

로 인한 활동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커지면 물

류센터의 기능을 위한 합리적인 입지조건을 도출하지 못하고, 물류서비스를 

위한 도로도 확보할 수 없다. 주거, 업무, 판매, 생산 등 다양한 활동이 중첩

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용도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중심ㆍ일반상업지역이 

스마트 도시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실질에 가깝다.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10308_0001362858#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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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생산 공간의 변화

Ⅰ. 생산 활동의 규율

공업지역은 생산 활동을 집단화하여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정

되는 용도지역이다. 생산 활동들을 근거리에 위치시켜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

면도 있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하는 주거지역, 인구가 밀집하는 

상업지역과의 배치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에 따라 공업지역의 세

부적인 분류도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전용공업지역은 

주로 공해 발생 정도가 큰 중화학공업을,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준공업지역은 환경오염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경공업 등을 대상

으로 한다.135)

1. 용도지역과 교통시설의 배치

일반적으로 공업지역은 주거지역과 혼재를 피하여 수립되는 것이 원칙이

다.136) 그러므로 경공업을 주된 활동으로 하되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의 보

완을 예정한 준공업지역은 지정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137) 공업 활동은 

다른 활동과 상충된다는 전제 하에 준공업지역의 신규 지정은 가능한 억제

하고, 기존의 준공업지역은 장기적으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일반공

업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활동을 분리한다.138) 대도시에서는 일반공업지

역과 전용공업지역에 연접하여 완충 기능을 위해 지정되는 경우에만 준공업

지역이 유지될 수 있다.139)

공업지역의 교통시설은 다른 용도지역보다 화물의 통행을 비중 있게 고려

13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3호 참조.
136)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4-1 (1) 참조. 
137)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4-1 (3) 참조. 
138)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4-4 (4) 참조. 
139)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4-4 (5) 참조.



- 72 -

한다. 특히 규모가 큰 전용공업지역에서 더 그렇다. 전용공업지역은 철도ㆍ

화물전용도로ㆍ공항터미널ㆍ항만시설 등 화물의 운송을 위한 교통시설이 갖

추어져 있을 것을 요한다.140) 일반공업지역은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

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의 통근도 용이하도록 교통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141) 생산설비나 운송되는 화물의 크기가 작은 준공업지역은 주문생산품

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을 돕고, 근로자의 통근을 용이하도록 하는 등 사

람의 통행을 중심으로 교통시설을 확보한다.142)

2. 건축물의 용도 규제

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는 주된 활동인 생산을 위한 건축물과 

이를 지원하는 편의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생산시설을 살펴보면, 전용

ㆍ일반공업지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공장이 허용된다.143) 준공업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천m² 이상인 

공장의 건축이 불허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5천m² 미만 규모로 생산시설을 

제한한다.144)

공장 생산을 위해 공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경우 지원 

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창고시설, 에너

지 공급을 위한 발전시설, 폐기물처리를 위한 자원순환 시설 등 생산과정을 

지원하는 시설들이다. 두 번째는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철도ㆍ터미널 등의 

운수시설 등 근로자를 위한 시설군이다. 

전용ㆍ일반공업지역의 경우 대부분의 생산 지원시설들은 원칙적으로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분류하고,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의료시설 등의 편의

시설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분류한

140)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4-2 (3) 참조. 
141)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4-3 (1), (2) 참조. 
142)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4-4 (2), (3) 참조. 
1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2] 및 [별표13] 참조.
1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4] 제2호 자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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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5) 준공업지역은 위락시설과 묘지 관련 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용도의 건축물을 허용한다.146) 다만,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종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등 근로자 편의시설군의 

건축을 제한한다.147)

Ⅱ. 스마트 도시에서의 생산 방식 변화

1. 3D 프린팅 기술의 활용

공업지역에서 벌어지는 생산 활동을 변화시키는 대표적 스마트 기술은 3D 

프린팅 기술이다. 3D 프린팅 기술이란 디지털화된 디자인을 입력하여 투입

된 소재를 한 층씩 적층하며 3차원 물체를 제작하는 기술을 말한다.148) 3D 

프린팅 기술은 맞춤형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설

계도를 입력하면 복합형상이든, 어떤 소재든 일체형 제작이 가능하다.149) 재

료의 운반 및 적재, 부피가 큰 생산 설비의 설치가 수반되는 생산 과정이 

3D프린터 사용으로 단순화된다.

3D 프린팅 기술 자체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1983년에 발명되었던 기술

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야 급성장하는 이유는 3D 프린팅 핵심 기술의 

특허들이 2014년을 기준으로 만료되었기 때문이다.150) 이를 기점으로 기술과 

소재가 발달하면서 3D 프린터가 할 수 있는 생산 범위가 급격히 확장되고 

있다. 집을 짓고,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인간의 맞춤 장기를 위

한 기술로까지 확장되고 있다.151) 정부도 미래의 산업 경쟁력은 소비자 맞춤 

1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2] 및 [별표13] 참조.
1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4] 제1호 참조.
1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4] 제2호 참조.
148) 관계부처 합동,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020-2022), 2020. 6., 2면 

참조. 
149) 크리스토퍼 바넷 저ㆍ길이훈ㆍ김상태 역, 3D 프린팅 넥스트 레볼루션: 3D 프

린터가 가져올 미래, 한빛비즈, 2014, 32-33면 참조.
150) 오원석, 3D프린팅,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ix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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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을 실현하는 3D 프린팅 기술에 있다고 보아 적극적으로 과업계획을 추

진하고 있다.152)

간단한 원리의 이 기술은 생산 활동이 소비하는 물리적 공간의 크기와 이

용 방식을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하게 분화시킨다. 지금은 

공업의 규모와 공해 정도에 따라 중화학공업, 일반공업, 경공업 정도로 나누

지만 3D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면 주거 공간, 사무실 안에서도 프린터만 있

으면 생산이 가능해진다.153) 생산 활동의 스펙트럼이 전통적 중화학 공장에

서부터 주거 공간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2. 용도지역 배치 요소의 변화

제조 공정의 대부분이 재료를 자르고 연삭하고 구멍을 뚫는 공정이다.154) 

그 과정에서 소음, 먼지 등 주거 환경을 해치는 공해가 발생한다. 3D 프린

팅 기술에 의한 생산은 설계 도면대로 재료를 쌓으면 되는 것이므로 공해 

발생 측면에서 업무시설에서의 업무 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생산 설

비의 변화는 제조 공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소음, 먼지, 폐수 등 환경오염물

질의 발생 정도를 변화시킨다. 이는 용도지역 배치시 생산 활동과 거주 활동

이 상충된다는 상수화된 도시계획 법제의 명제가 언제나 참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3D 프린팅 기술로 줄어들게 되는 공장 내 근로자 문제는 용도

지역 배치시 고려하는 접근성 기준에 영향을 미친다. 3D 프린팅 기술이 발

전할수록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제조과정이 늘어

날 것이다.155) 그렇게 되면 근로자의 주거지와의 접근성은 공업지역 배치에 

151) 클라우스 슈밥 저ㆍ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메가스터디북

스, 2016, 234-240면 참조.
152) 관계부처 합동, 앞의 기본계획, 14면 참조. 
153) 호드 립슨ㆍ멜바 컬만 저ㆍ김소연ㆍ김인항 역, 3D프린팅의 신세계, 한스미디어, 

2013, 49면 참조.
154) 크리스토퍼 바넷 저ㆍ길이훈ㆍ김상태 역, 앞의 책, 29-30면 참조.



- 75 -

더 이상 고려 요소가 되지 못한다. 생산 활동이 도심지로부터 먼 곳에서 이

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많은 인원이 필요 없어지므로 주거 공간, 사무실

과 같은 소규모의 공간에서 수행될 수도 있다. 즉, 물리적인 공간으로부터 

생산활동이 자유로워질수록 공통된 입지조건을 추출하기 어려워지므로 단일

한 용도지역도 상정하기 어려워진다. 

3. 생산 및 지원 시설의 변화

기존의 생산 공정에서는 상품 생산 전 설계 단계에서 제품 형태의 패턴, 

금속이나 플라스틱 제품을 찍어내는 금형 등의 생산 설비를 갖추어야 한

다.156) 대규모 설비를 갖춰야 하므로 이제껏 생산 활동은 공장 용도에서 이

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3D 프린팅 기술은 생산 설비를 3D 프

린터와 컴퓨터로 대폭 축소시킨다.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공장 용

도에서 자유로운 생산 활동이 발생하고 있다. 3D 프린터의 크기에 따라 공

장 용도 이외의 건축물에서도 얼마든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생산 활동의 양상이 다채로워지니 일률적으로 정했던 생산 지원시설군도 

실질과 맞지 않아진다. 대표적인 것이 창고시설이다. 공업지역의 창고시설은 

대량 생산 방식에서 대량 입고된 원자재나 생산된 재고를 보관하는 기능을 

해왔다. 기존 생산과정에서 디자인을 변경하면 패턴과 금형을 새로 만들어야 

했지만 3D 프린팅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에서 간이하게 수정할 수 있다.157) 

제품 생산에 필요한 설계도면만 달라질 뿐 별도의 공정을 위한 설비들이 필

155) 최근 독일에서 3D 프린터로 바닥면적 380 m²의 3층 아파트를 짓는데 준공기간

을 6주로 설정하고 모니터링 인력을 두 명만 배치하였다. 
독일의 토목기술업체 페리(PERI) 홈페이지 2020. 11. 17.자 보도자료, ｢PERI 
builds the first 3D-printed apartment building in Germany｣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21.)
(https://www.peri.com/en/media/press-releases/peri-builds-the-first-3d-printed-apartme
nt-building-in-germany.html)

156) 크리스토퍼 바넷 저ㆍ길이훈ㆍ김상태 역, 앞의 책, 29-30면 참조.
157) 호드 립슨ㆍ멜바 컬만 저ㆍ김소연ㆍ김인항 역, 앞의 책, 53-5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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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이 아니므로 맞춤형 소량 생산이어도 경제성을 유지하며 생산이 가

능하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다품종 생산 방식이 확산되게 되면 재고의 규모가 

줄어들어 창고시설의 수요가 지금과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공장 근로자를 위해 규정한 편의시설도 근로자 수 변화에 따라 감축될 수

밖에 없다. 3D 프린터와 이를 모니터링하는 소수의 인력으로만 운영되는 공

장이 늘어간다면 공업지역을 설정하여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근로자 기숙

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질과 맞지 않은 규제가 된다. 공장의 

형태가 다양해질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어떠한 편의시설을 지정하는 것부터

가 어색해진다.

3D 프린팅 기술은 자동차, 항공기 부품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치과보형물, 

인공관절 등 의료분야까지 거침없이 확장하고 있다.158) 재료도 플라스틱, 알

루미늄에서 더 나아가 티타늄, 콘크리트까지 확장되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다.159) 첨단화된 재료가 개발될수록 3D 프린팅 기

술은 많은 영역의 생산 활동을 변화시킬 것이다. 생산 활동의 스펙트럼이 다

양해지면 생산 공간, 필요한 지원 시설의 종류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

다. 이 역시 공업지역으로 묶어 건축물들을 규율할 근거를 약화시킨다.

4. 도로 등의 이용 변화

생산 활동의 형태가 다양해지면 중화학공업, 일반공업, 경공업의 분류에 

따라 설치된 공업지역의 기반시설도 달라지게 된다. 우선 화물 운송 측면에

서 살펴보면, 3D 프린팅 기술이 크게 두 가지 변화를 불러온다. 첫 번째는 

기존의 원자재 가공 공정, 부품 생산 공정, 부품 조립 공정 등을 3D 프린팅 

기술이 일체화시킨다는 점이다. 3D 프린팅 재료로부터 바로 완제품이 생산

되는 공정은 분화된 생산 과정간 이루어지던 운송서비스를 대폭 줄인다. 

또 다른 변화는 소매방식의 변화로 발생한다. 3D 프린터가 컴퓨터처럼 가

158) 오원석, 앞의 책, 71-72면 참조. 
159) 관계부처 합동, 앞의 기본계획,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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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보급되기 시작한다면, 완제품을 배송하는 대신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 

모델을 공유하는 방식으로도 배송이 완료될 수 있다.160) 완제품인 책 대신 

전자책(e-book)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소비자의 선택에 따

라 제품을 직접 배송받거나 디지털 모델만을 전송받아 가정에서 출력하는 

방식으로 완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161) 디지털 모델의 온라인 전송으로 완제

품의 운송을 대체하게 되면 운송에 사용되는 도로의 사용량은 대체되는 양

만큼 줄어들게 된다.

더 나아가, 공장 내 근로자의 변화는 사람의 도로 사용 양상을 변화시킨

다. 통근하는 근로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설치된 도로는 점점 다른 목적의 

통행으로 대체될 것이다. 3D 프린팅 기술이 도입되기 비교적 쉬운 경공업 

분야에서부터 근로자의 접근성을 위해 설치된 교통시설의 이용 내용이 달라

질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일정한 지역에서 유사한 목적의 활동이 발생할 것

을 예정하고 도로 등의 사용량을 예측하는 것은 공간에서 자유로워지는 활

동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Ⅲ. 소 결

3D 프린팅 기술이 상용화되어 3D 프린터가 가정마다 보급되고 프린팅 재

료가 다양해지면, 생산의 매커니즘은 크게 변화할 것이다. 소비자가 곧 생산

자가 되고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도 다양해진다. 그와 더불어 대량생

산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재고를 보관하는 창고시설, 제품ㆍ재료 운송에 사

용된 도로 등도 변화하는 생산 방식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이는 건축물, 더 

나아가 용도지역의 배치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든 것이 생산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의 소비가 축소되면서 발생한 변

화이다. 전통적인 제조과정에서는 물리적 생산 설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

지만 3D 프린터로 인해 설비의 물성이 대부분 제거되고 소비되는 인적ㆍ물

160) 크리스토퍼 바넷 저ㆍ길이훈ㆍ김상태 역, 앞의 책, 203면 참조.
161) 크리스토퍼 바넷 저ㆍ길이훈ㆍ김상태 역, 앞의 책, 3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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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축소되었다. 그에 따라 생산과 운송과 같은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공업 용도가 부여된 공간에서만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

고, 생산 활동에 유리한 공통된 입지요건이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공업

지역 개념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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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기반시설의 변화

기반시설은 도시의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이다. 행정

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교통, 에너지 공급, 치안, 

위생 확보 등의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스마트 도시의 기반시설

은 데이터 층의 기반시스템과 결합하여 고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방

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기반시설이 기반시스템과 결합되는 방식은 공공서비

스마다 다르다. 공공서비스의 내용이 기반시설의 물리적 구조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으면 기반시스템은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효율화하는 제한된 

역할을 한다. 공공서비스에서 물리적 시설의 비중이 작아질수록, 즉 기반시

스템 역할의 비중이 클수록 시설의 물리적 구조를 초월하여 공공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는 행정주체가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도시를 관리하는 방식에 근

본적 변화를 요구한다. 다음 장에서 도시계획 규율에 미치는 변화 압력을 논

하기에 앞서 이 절에서는 기반시설이 기반시스템과 결합되는 구체적 모습을 

살펴본다.

Ⅰ. 공급시설의 변화

물, 전기, 가스 등의 공급은 도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필수 서비스이다. 

국토계획법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 공급설비를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규정

하고, 국토계획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구체적인 구조와 설치기준을 

규율한다.162) 이하에서는 스마트 도시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물과 전

기 공급설비가 기반시스템과 결합되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다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

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5조 내지 제7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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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의 공급 서비스

(1) 물의 공급

기존의 물 공급은 수도공급설비를 통해 수행되었다. 수도공급설비의 구체

적 종류로는 수도사업으로 설치되는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과 물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도수시설ㆍ송수시설이 있다.163) 취수시설은 안정적으로 

최대 취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취수원 근처에 위치하여야 하며, 홍수 등으로

부터 오염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다.164) 갈수기에 물을 안

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저수시설 역시 최대급수량을 취수할 수 있는 공간

이 확보되고 수질악화의 요인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입지한다.165) 따라서 취

수시설, 저수시설은 시설의 규모, 입지 조건에 따라 비도시지역에 위치한다. 

반면, 정수시설은 주택 등 물 소비처에 도달할 때까지 소독 능력을 갖추도록 

정수하는 시설로, 물 소비처에 근접하여 위치한다.166) 건축물 용도 분류상으

로도 정수장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있다.167)

(2) 전기의 공급

기존의 전기 공급은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해 전력을 생산하고 초고압 전

력망을 통해 전력 소비처에 전송한다. 도시계획시설규칙이 정하고 있는 전기

공급설비의 종류는 네 가지로, 발전시설, 옥내 변전시설, 고압선, 배전사업소

가 그것이다.168) 기존의 발전시설은 도심에 위치하기 적절하지 않으므로 비

16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5조, 제66조,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수도시설의 세부 시설기준 참조.
164)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 참조.
165)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제2호 참조.
166) ｢수도법 시행규칙｣[별표 3] 제4호 참조.
16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 참조.
168) 규칙 제67조, ｢전기사업법｣제2조 제16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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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연료를 공급받기 위해 항만 등에 위치하고, 원자

력의 경우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임해지역에 위치한다.169) 경제성을 위

해 대규모로 생산하여야 하므로 개발밀도 높은 도시지역 내에 넓은 부지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또한, 화석연료 또는 우라늄을 이용하는 발전 과정이 주

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치므로 도심지에 위치하기 어렵다. 

변전시설은 발전시설로부터 받은 고압의 전력을 변압하여 공급하기 적절

한 형태로 가공한다. 건축물 용도상 변전소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위치하

는 건축물로 도시 내 전기 소비처에 근접하여 위치한다.170) 고압선은 발전시

설에서 생산된 전기를 전기소비처까지 이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설비로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하거나(외곽간선), 도시 내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

한다(내부진입간선).171) 배전사업소는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 소비

처에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갖춘 시설로, 도심에 근접하고 변전소

와 연결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다.172)

2. 스마트 도시에서의 공급 서비스

시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 물 등을 공급하는 서비스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방향성이 존재하는데, 이 순서는 기반시스템이 고도화되는 단계와 일치

한다. 첫 번째는 기존 공급시설에 센서 등이 부착되어 공급과정이 디지털화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이 다원화되

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디지털화된 다원적 공급망이 데이터 층에 연결

되면서 다양한 서비스와 통합되는 양상이다.

169) 규칙 제68조 제1호 참조.
17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 참조.
171) 규칙 제68조 제3호 참조.
172) 규칙 제68조 제4호, ｢전기사업법｣제2조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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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과정의 디지털화

스마트 도시에서 기반시설의 기능이 고도화되는 가장 초기 단계로, 공급시

설에 센서 등을 부착하여 공급과정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한다. 디지털화를 

통해 공급과정이 데이터 층과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된다. 데이터 층

에 집적된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적 공급시스템을 설계하고, 비정상적 운영이 

감지되면 데이터 층과 연결된 제어장치 등을 통해 개선한다.

물 공급의 경우, 취수원에서부터 각 가정의 수도까지 수도가 공급되는 과

정을 디지털화하여 지속가능하게 수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한다.173) 한국수자원공사가 구축하고 있는 워터넷

(Water-NET)이 대표적인 예로, 실시간으로 계측한 데이터와 지리정보시스템

(GIS)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 공급과정을 관리한다.174) 전기 공

급의 경우에도 기존의 전력공급설비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공급과정을 

디지털화한다. 이를 ‘지능형 전력망’이라 하는데, 전기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한다.175) 

(2) 공급망의 다원화

효율적으로 자원을 공급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방향성은 기존의 중앙집중

형 공급방식을 분산형으로 점차 전환시킬 것이다. 특히 전기공급의 경우 중

앙공급원에서 수요지까지 이동하면서 많은 양의 전력이 유실되는데, 전력 수

요지 근처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하게 되면 손실되는 전력량을 상당 부

분 줄일 수 있다. 태양광, 연료전지, 소형 터빈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기술

173) 이유경ㆍ이승호,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 사례연구: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기술의 개념화를 바탕으로, 지역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2018, 166면 참조.
174) 이유경ㆍ이승호, 앞의 논문, 170면 참조. 
175)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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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통 발전원에 비해 오염물질 발생량이 현저히 적고 필요한 부지면적이 

작으므로 가능하게 될 변화이다. 그에 따라 고도화된 스마트 도시에서는 대

단위 화력ㆍ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배전망을 통해 도심지로 공

급하는 방식 대신, 대형 공장이나 건물이 전기 발전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본다. 

또한, 중앙공급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물 공급

망의 취약점은 상수원의 고갈 또는 오염의 위험이다. 공급망을 지역화하여 

개별 도시 차원에서 빗물을 물 공급원으로 활용하거나 하수를 재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물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송산그린시티 물 순환 시범 마을의 경우,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되는 빗물이 

활용되도록 빗물이 흡수될 수 있는 침투대지를 조성하고, 저류 설비를 설치

하여 저류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176) 그밖에 목욕, 

세탁 등으로 사용된 물을 재사용하여 화장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수도 시설도 관련 기술 발전에 따라 확산되고 있다.177)

전기에너지의 경우도 스마트 도시가 고도화될수록 이에 의존하게 되므로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스마트 서비스가 주택, 교통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까지 침투하면서 정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

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도시 내 전기 수요처 가까이에 소규

모 전기 발전원을 설치하면 대규모 정전으로 발생할 위험도 경감시킬 수 있

다.

이와 같은 공급망의 다원화는 공급 주체가 다변화되는 강력한 계기가 된

176) 오호진ㆍ김충호, 물 순환 주거단지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연구- 송산그린시티 

물 순환 시범마을 마스터플랜의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22
권 제1호, 2021, 67-68면 참조.

177)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

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

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4
호). 로리 윙클리스 저ㆍ이재경 역, 도시를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과학, 반니, 
2020, 1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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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재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6개의 발전회사에 의해 생산되고, 

한국전력공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송전ㆍ배전ㆍ판매가 이루어진다.178) 그리고 

모든 전력거래는 전력시장과 전력거래소에서만 수행된다.179) 독과점 형태로 

공급되고 강력하게 거래가 통제되는 기존의 공급과정은 프로슈머(prosumer) 

개념의 등장으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프로슈머란 생산자를 뜻하는 ‘producer’와 소비자를 뜻하는 ‘consumer’의 

합성어로 주택ㆍ상가 등 건물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자가소비를 위한 

전력을 생산한 후 잉여전력을 판매하는 모습이 대표적인 예이다.180) 소규모

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보편화되어 공급망이 분산되고, 데이터 층을 통

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양방향 정보교환이 가능한 고도

화된 스마트 도시를 전제로 발생한 개념이다. 

(3) 서비스의 통합화

안정적으로 스마트 도시의 데이터 층이 형성되면, 단순한 물 또는 전기의 

사용 정보가 데이터 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거 

노인의 주거 공간에서 수집된 물 또는 전기의 사용량 정보를 활용하면 효율

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용량이 급감하는 등 비정

상적 사용 정보가 발생하는 경우, 복지시스템에 자동으로 경고 알림을 제공

하여 119 또는 사회복지사가 즉시 방문하게 할 수 있다.181) 이는 데이터 층

178)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

식회사,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

사,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가 있다.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현황자료 참조. 
(https://home.kepco.co.kr/kepco/KE/B/htmlView/KEBBHP00301.do?menuCd=FN010
10303) (최종접속일자: 2021. 12. 6.)

179) ｢전기사업법｣제31조 참조.
180) 송일두, 전력산업의 변화에 따른 법적 시사점, 기업법연구 제33권 제3호(통권 

제78호), 2019, 372면 참조. 
181) 유재현 외, 스마트폰 앱 기반의 물 사용량을 활용한 실시간 독거노인 관리 시

스템 개발,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J.DCS) Vol. 21, No. 6, 2020, 10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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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노인의 거주 정보, 보건 관련 정보, 물ㆍ전기 등의 사용 정보, 안전 시

스템이 통합적으로 작용하였기에 가능한 서비스이다. 물ㆍ전기 공급시설, 사

회복지관, 119 안전신고센터 등 개별 시설과 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인력

에 의해 제공되던 각 서비스가 데이터 층을 통해 결합되고 응용되면서 다양

한 형태의 공공서비스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3. 기반시스템의 활용

(1) 정보통신망으로의 연결

정보통신망에 연결할 수 있는 IoT 센서 등을 기존 기반시설에 부착하는 

것이 기반시스템을 형성하는 첫 단계이다. 정보통신망에 연결된 계량기인 

‘스마트 미터’는 소비자의 물 또는 전기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사

용 정보를 데이터 층에 축적하여 지능형 전력공급망, 스마트 물관리시스템과 

같은 기반시스템을 형성하고 있다.182) 미국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사

용 정보를 분석하여 시각화된 소비패턴을 제공하고, 소비패턴 분석을 기반으

로 한 개인별 전력요금절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183)  

물 공급의 경우, 수자원 관련 시설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워터넷(Water-NET)을 구축하여 스마트 물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있다. 비정

상적 수치가 감지된다면 별도의 검침 과정 없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옥내 

누수 등을 탐지할 수 있다. 그밖에 수질과 공급 관로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수질계측기, 누수감지센서, 상수도관로 진단 로봇, 자동드레인 장치 등은 사

람이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했던 기존의 방식을 대신하여 효율적으로 공급시

설을 관리ㆍ정비할 수 있게 한다.184)185) 

182) 박승운,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방안으로서의 가명화 방안 연구: 스마트미터링 

환경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30면 참조.
183) 이근형 외, 한눈에 읽는 스마트시티, 지식공감, 2019, 69면 참조.
184) 이유경ㆍ이승호, 앞의 논문, 170면; 구자용, 물관리에 지능을 부여하다 스마트 

물관리, 서울물연구원 서울워터 제11호(통권22호), 2019. 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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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구조의 변화

공급망의 연결성이 고도화되고 관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기반시스템의 

활용 양상도 달라진다. 기반시설의 기능을 효율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새

로운 공급망을 형성하여 최적의 효율성을 추구한다. 산재된 프로슈머를 하나

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가상의 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를 형성하

는 것이 그것이다.186) 개별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여분의 전력은 수요처에 

판매하여 전기의 수요가 실시간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는 과잉 생산으

로 유실되는 전력을 최소화하면서도 중앙 공급망이 필연적으로 내포한 수급

의 불안정성을 분산시켜 도시의 전력망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게 한다. 

Ⅱ. 교통시설의 변화

교통시설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시설이다. 물리적 자

원을 이동시키는 공급시설이 그러했듯,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여야 하는 교통시설 역시 해당 시설의 물리적 구조에 의존하여 기능

한다. 이동량을 늘리고 싶으면 도로의 면적을 넓히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싶으면 도로를 개통해 왔다. 그러나 교통시설은 공급시설처럼 소극적으로 기

반시스템과 결합하지 않는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동의 객체가 수동적으로 

기반시설의 물리적 구조에 순응하여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통행방식을 선택

하여 움직인다는 데 있다. 교통시설은 사람들의 선택한 교통수단, 통행방식

(서울물연구원 홈페이지 https://arisu.seoul.go.kr/arisu_center/center16/seoulWater/20
1907/html/sub1.html) 
(최종접속일자: 2021. 12. 6.) 

185) 자동드레인이란 수돗물 공급 관로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물이 정체되

어 있거나 오염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이 저하된 경우 자동배출로 관을 세척하는 

기술이다. 이유경ㆍ이승호, 앞의 논문, 170면 참조.
186) 이근형 외, 위의 책, 79면 및 82면 참조.

https://arisu.seoul.go.kr/arisu_center/center16/seoulWater/201907/html/sub1.html
https://arisu.seoul.go.kr/arisu_center/center16/seoulWater/201907/html/sub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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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있으며,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수행하기 위

해 기반시스템과 결합하고 있다. 

1. 기존의 교통 서비스

(1) 교통의 개념

교통이란 사람이나 화물을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

키는 활동을 말한다.187) 즉, 이동의 주체는 사람과 화물이다.188) 사람은 출ㆍ

퇴근, 여가 등을 위해 이동하고, 화물은 전달, 판매, 회수 등 운송 목적의 달

성을 위해 이동한다. 사람 및 화물의 이동은 교통수요를 만들고, 교통수요는 

교통수단과 도로ㆍ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이용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과정

의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수립하는 것이 교통계획이다.189) 도시 차

원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서 교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교통계획을 수립

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이를 반영하여 토지의 건축적 이용을 규율한다.190)

(2) 교통계획의 내용

교통계획은 크게 개인 차원의 교통과 대중교통, 그리고 이동수단의 전환이 

있는 교통결절점을 대상으로 수립된다. 개인 교통으로는 사람이 이동하는 수

단인 도보, 자전거, 승용ㆍ승합ㆍ이륜자동차가 있고, 화물의 이동수단으로 화

물자동차가, 특수한 상황을 위한 특수자동차가 있다.191) 모두 도로에서 이루

18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2조 제1호 참조.
188)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편저, 도시계획론, 보성각, 2016, 328면 참조.
189) 윤대식, 교통계획-교통수요 이론과 모형, 박영사, 2018, 6면 참조. 
190)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3호, 2018. 12. 21., 일부개정)｣

(이하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4-5-1,｢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3-1-1-1, 4-2-1-1, ｢지
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131호, 2018. 12. 21. 일부개정)｣(이하 ｢지
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6절 교통처리 참조.

19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분류(동법 제3조 제1항). 특수자동차란 다른 자동차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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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중교통의 교통수단은 버스와 도시철도를 대상으로 하고, 버스는 사람의 

이동을, 도시철도는 사람과 화물의 이동을 모두 수행한다.192) 대중교통의 속

성상 노선이 정해져 있는데, 버스는 도로 위 전용노선이 마련되어 있고, 도

시철도는 도시철도시설이 갖추어져 있다.193) 교통결절점에서는 개인의 교통

수단간 전환, 화물 교통수단간의 전환을 고려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개인의 

교통수단간 전환은 역광장, 환승센터, 자전거주차장에서 이루어지며, 화물운

송수단간 전환은 화물터미널, 물류센터와 같은 물류시설에서 이루어진다. 이

상의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94)

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승용ㆍ승합ㆍ화

물자동차가 아닌 차를 말한다.
19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

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路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
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列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

한다(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 도시철도를 이용한 운송사업은 여객과 화물 모

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6호 가목).
19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도시철도법 제2조 제3호).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

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94)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편저, 앞의 책, 329면 수정하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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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 교통계획의�대상

교통수단 교통시설

개인

교통

도보

도로, 주차장

자전거

자동차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대중

교통

버스 전용노선(도로), 차고지
도시철도 선로 및 역사 등

교통

결절점

전철ㆍ지하철-버스-도보 역광장
자동차-도보 공공환승주차장
자전거-도보 자전거주차장

화물자동차
화물터미널 등 물류시설, 

차고지

도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토대로 위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전제로 

하여 사람의 통행량과 동선, 화물의 유통량이 계산된다.195) 도출된 이동량이 

도시 내 교통시설이 예정한 내용과 불일치하는 지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계

획한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선택하고, 통행량을 배분하

여 장래의 교통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교통계획의 내용이다.196)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은 교통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는 문제점을 파악할 때

에도, 그 대안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스마트 교통서비스가 변화시키고 있는 교통수단의 종류와 이용양상, 교통시

설은 교통계획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연계된 도시계획의 

교통시설계획에 반영되어 토지의 건축적 이용을 변화시킨다. 아래에서는 스

마트 교통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의 변화를 교통계획의 요소별로 살

펴보고자 한다.

195) 윤대식, 앞의 책, 15면 참조. 
196)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편저, 앞의 책, 333-337면 교통계획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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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 도시에서의 교통 서비스

(1) 교통시설 이용방식의 변화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또는 변화가 예측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는 크게 플랫폼 교통서비스와 자율주행서비스가 있다. 플

랫폼 교통서비스는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 선택하는 

교통수단에 따라 최적의 이동방법이 제안된다. 대중교통의 경우 버스와 지하

철의 정류장의 위치, 도착시간, 환승시간 등을 고려한 이동 방법을 보여준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경우 최적의 노선, 근처의 주차장 정보를 제공한다. 택시

를 이용하는 경우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에 의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

시가 매칭된다.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197)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해서 자동차가 

도로로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

만, 현재 도시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도로망과 지원시설들은 사람의 

운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 전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을 때 그 이용방식

이 크게 달라진다. 이용의 변화는 시설의 구조와 형태의 변화로 이어진다.

1) 플랫폼 교통서비스

플랫폼 교통서비스란 연결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최적의 교통수단을 제공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플랫폼 교통서비스의 목표는 목적지까지 끊김없는 이

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동과 관련한 모든 데이터가 플랫폼에 모이고, 데이

터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이동이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안된다. 

목적지의 입력만으로 교통수단의 출발과 도착시간, 환승시간 등을 종합적으

로 검토하여 길을 안내하거나, 더 나아가 교통수단을 매칭시킨다.

이는 도로와 정류장, 주차장과 같은 물리적 시설의 정보와 버스와 택시의 

197) ｢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의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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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정보, 그리고 이용자의 위치 정보가 모두 데이터화 되어 데이터 플랫폼

에 수집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서비스이다. 연결이 고도화될수록 수집되는 정

보의 종류와 양이 많아지고, 실시간으로 반영될 것이다. 플랫폼 교통서비스 

업체들은 태풍으로 인한 도로유실, 사고 발생 등 돌발변수를 실시간으로 반

영하여 차량들의 움직임을 우회시키고, 개인형 이동장치에서부터 항공기까지 

연결되는 교통 수단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데이터화 되지 못한 불확실의 영

역을 최대한으로 줄여 교통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연결이 한 단계 더 발전한 서비스의 형태가 수요 응답형 서비스이다.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란 수요에 따라 노선과 운행시간이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교통서비스를 말한다.198) 앱을 통한 택시호출이 이용자 한 명의 수요에 응답

하여 개인형 이동차량을 매칭하는 것이라면, 수요응답형 서비스는 이용자 여

러 명의 수요에 응답하여 대중교통수단을 매칭하는 것이다. 플랫폼에 모이는 

데이터를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통수요와 교통서비스간 일치하지 

않는 비효율을 없애고, 결과적으로 버스가 이용하는 통행로를 바꾸고 있다.

2) 자율주행서비스

기존의 도로가 상정하고 있는 도로 이용 주체는 자동차와 보행자, 자전거

이며 자동차ㆍ자전거는 사람에 의한 주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보행자와 운

전자에 의한 교통수단의 주행을 전제로 도로의 물리적 구조, 부속시설 등이 

198)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처럼 정해진 스케줄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는 정류장마다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예약을 통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농ㆍ어촌 

지방 등 대중교통 노선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2014년에 도입된 제도였으나 최근 플랫폼 교통서비스와 결합하여 세종

시 등에서 시범사업으로 운행되면서 스마트교통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정해진 

노선에 따라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교통서비스의 방향이 플랫폼을 통한 연결로 

쌍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실시간 탑승 수요 데이터에 따라 소형 셔틀이 탄력적으

로 운영되고 사용자는 이 셔틀을 앱으로 예약해서 지체없이 이용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제1항 제3호, 오성훈 외, 차세대 교통기술 발전에 

따른 건축 및 도시공간의 대응방안 연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17, 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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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되었다.199) 자동차가 도로를 이용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교통법

상 규범도 운전자의 운전을 전제로 설계되었다.200) 자율주행서비스는 이 전

제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도로를 사용한 이동방식을 변화시킬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안전거리 유지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발생한다. 자율

주행차량은 직접 센서로 인지하거나 센서 인지 범위 밖이라면, 도로의 시설

이나 다른 차량과의 소통을 통해 운전자가 시각으로 인지해 대처하는 것보

다 빠르게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도로 위 자율주행차량들은 도로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짧은 차두거리를 유지하는 군집 주행을 

예정한다.201) 

자율주행 서비스의 고도화로 제한 속도도 완화된다면, 더욱 효율적인 이동

이 가능하다. 물론 보행자 등이 함께 통행하여 돌발변수가 많은 도심에서는 

199) 도로상의 신호등, 안전표지 등은 모두 운전자가 시각적으로 인지하여 차량을 

제어할 것을 전제로 만든 도로 부속물이다. 신호등의 경우 낮에 150m 앞에서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를 가져야 하며, 발산 각도도 사방으로 45도 이상

되어 멀리 퍼질 수 있어야 하고 태양광선 등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안전표지의 경우에도 전용 색깔을 사용하며, 주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의 경우

엔 안전표지의 크기를 크게 설치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시각적 인지가 용이하도

록 설치기준을 규정하였다.
200) 도로교통법상에는 운전자의 인지 능력, 신체 능력의 한계를 반영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한 속도이다(법 제17조). 속도가 빠를수록 교통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이를 고려하여 제한 속도가 정해진다(동법 시행

규칙 제19조 제3항). 앞차의 급 제동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안전거

리 확보의무도 마찬가지이다(법 제19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는 필요

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운전자의 일정한 주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금지하고 있고(법 

제43조), 음주하였거나 과로한 경우 운전이 금지되며(법 제44조 및 제45조), 휴
대폰을 사용하거나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시청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법 

제49조).
201) 같은 도로 면적 안에 더 많은 용량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실험 결과 고속도

로 3차선 이상은 최대 1.9배, 도시고속도로는 약 1.5배 이상의 용량이 확보될 

것이라 보았다. 이백진 외, 자율주행차 도입이 국토공간 이용에 미치는 영향 연

구, 국토연구원, 2017, 6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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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 완화가 쉽지 않겠지만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과실 및 돌발 상황에 따른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므로 완화된 제

한 속도를 도입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도모할 수 있다.

사람이 주행하는 과도기를 거쳐 완전자율주행 단계로 나아간다면 안전표

지와 신호등 등에 의한 교통 통제도 운전자의 시각적 인지를 기준으로 한 

현재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안전표지는 자동차 소프트웨어와 정밀지도 상에 

기본으로 입력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고, 신호등은 자율주행 시스템에 주는 

신호 형태로 변화할 것이다. 효율적으로 교통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신호 

체계가 실시간 교통상황과 연동되면서 도로의 이용이 통제될 것이다.

(2) 교통수단의 변화

스마트 교통서비스는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변화시킨다. 각기 다른 

방향에서 변화하는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플랫폼

에서의 연결을 통해 기존의 이동수단을 교통수단으로 포섭한 ‘개인형 이동장

치’이다. 킥보드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인라인 스케이트나 스케이트보드처

럼 개인적인 레저수단에 가까운 이동수단이었다. 킥보드에 전기 모터가 결합

되고, 개개의 킥보드가 플랫폼서비스에 연결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란 이름으로 교통체계에 포섭되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교통수단으로 편입된 ‘드론’이다. 드

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 무인

항공기 등을 말한다.202) 공통적으로 지상에서 항행을 통제할 수 있고, 자체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인 비행체를 ‘드론’이라 통칭한다.203) 

법령상 무인기기로 한정되어있지만 이는 조종자의 탑승을 배제하는 개념이

다. 즉, 드론의 개념은 유ㆍ무인 여부보다는 운항이 기기에 탑승한 조종사의 

조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격으로, 또는 사전 경로 지정에 의

20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
203)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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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방점이 있다.204) 드론의 기술

과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서 ‘드론 택시’ 등 여객을 탑승시키는 등으로 발전

한다면, ‘무인’이라는 개념 요소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205) 

1)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보급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인 또는 2인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총칭하여 개

인형 이동장치라 일컫는다.206) 도로교통법은 2020년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시속 

25km 미만으로만 운행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

평행차, 전기 동력 자전거로 정의했다.207)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므로 원칙적으로 자전거도로

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

행하여야 한다.208)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통행용

으로 경계를 표시한 길 가장자리구역으로도 다닐 수 있다. 다만, 길 가장자

리구역 중에서도 경계표시선이 있는 차도쪽으로 다녀야 하고 보행자 통행을 

우선으로 한다.209) 예외적으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보도의 통행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통행할 수 있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내려서 끌고 보행하여

야 한다.210)

20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항 참조.
205) 여객탑승이 현재의 드론 정의를 벗어나는 서비스이므로 드론을 포함한 수직 이

ㆍ착륙 비행체를 총칭하여 ‘개인용 비행체(Personal Air Vehicle)’라는 용어가 사

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개념상 소형급 항공기를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그 범위

가 넓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 택시”라는 용어로 도심에서 제공되는 드론의 여

객운송서비스를 설명하도록 한다. 최충현, 개인용 항공기(PAV), 한국과학기술기

획평가원 기술동향브리프, 2021, 3면 참조.
206) 김상일, 퍼스널 모빌리티의 사용과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보험법연구 제12권 

제1호, 2018, 104면 참조. 
207)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참조. 
208) ｢도로교통법｣제13조의2 제1항, 제2항 참조.
209) ｢도로교통법｣제13조의2 제4항 참조.
210)  ｢도로교통법｣제13조의2 제4항, 제6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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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론의 도입

현재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드론 서비스 공간은 주로 사람이 접근하기 

불가능하거나 가능하지만 위험하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곳이 대부분이다.211) 

그러한 공간들은 한정된 범위이거나 실내에서 이루어져 통제가 쉽다. 그러나 

드론이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면 기존에 전혀 통행을 예정하지 않았던 개방된 

공간이 드론에 의해 이용되게 된다. 드론을 통해 물류를 배송하거나 여객운

송서비스를 제공하면 새로운 통행방식에 맞는 새로운 교통시설이 요구된다. 

현재 논의되는 드론은 항공기와 달리 수직으로 이ㆍ착륙하며, 1분 이내의 

이ㆍ착륙시간과 시속 약 240∼320km의 순항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는 지표면으로부터 150m 정도의 저고도를 전제로 교통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데, 서비스별로 드론의 형태, 크기 등이 달라질 것이므로 물류를 위한 

드론과 여객 운송을 위한 드론이 사용하는 고도는 구분될 것이다. 고도별로 

이용되는 서비스가 결정되면, 해당 서비스를 위한 물리적 시설을 건축물 등

에서 받아야 할 것이다. 이ㆍ착륙장, 보관 물품의 보관시설, 여객의 승ㆍ하차

시설, 환승시설, 건축물로의 진입로 등이 통행노선과 연계되어 설치될 것이

다. 

3. 교통시설의 형태 및 기능 변화

(1) 도로의 구획 변화

스마트 서비스에 의한 교통의 변화는 도로 등 교통시설의 물리적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이동을 도로에서 

포섭하는 일이다. 도로의 형태는 교통수단의 표준 속도와 규격 등을 고려하

211) 화재 현장 등에서 소방 작업, 실종자 수색을 하고 교각 등 기반시설을 점검하

는 데 이용되고 있다. 기업 물류센터에서 드론으로 재고를 파악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남영식, 세종시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대전세종연구

원, 2020, 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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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선의 폭, 회전반경 등을 결정한다. 기존의 교통수단과 그 속도와 통행

방식이 다른 교통수단이 등장하면 전용도로 등 구분된 통행공간이 필요하다. 

기존의 교통수단과 새로운 교통수단이 혼재되었을 때 그 차이로 인하여 사

고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1) 개인형 이동장치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기존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도로에서 공유 교통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중교통시설과 출발지ㆍ목적지 사이의 거리, 차량

이 진입하기 어려운 도로가 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용하는 통행범위이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속도와 방식은 자동차와 보행자와 크게 다르므로 전

용도로가 요청된다. 기존 교통수단 중에서는 자전거의 통행방식과 유사하다

고 판단하여 자전거도로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양 수단의 규격, 통

행방식이 달라 위험이 잔존해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의 비중이 늘어난

다면 그 유형과 규격, 운동 특성을 고려하여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종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도로의 시설기준 면에서 새로운 교통수단의 통행을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도로 방지턱 등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도로 포장재의 간격 또는 유실로 인한 도로 

패임, 방지턱의 높이, 보도 연석의 높이 등 기존 교통에서는 문제되지 않았

으나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치명적인 도로 현황이 운전자의 안전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도로의 상태를 관리할 행정청의 의무가 고도화된다 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와 통행방식을 고려하여 시설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각 이동장치의 구조와 통행방식이 유형별로 상이해지지 않도

록 일정 기준으로 강제할 필요성도 있다. 

2) 자율주행차량

자율주행차량의 경우 보급되기 시작하는 과도기에는 일반차량과 혼재되어 

운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율주행차량의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군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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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제한 속도 완화 등 자율주행차량의 효율적 주행방식의 이점을 살리기 

위하여 별도의 차선이 구획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도로교통법상에는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에 

한정하여 전용차로가 마련되어 있다.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용 자율주행자동차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212) 노선이 정해져 있어 변수가 비교적 적은 버스에서

부터 자율주행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므로 버스 전용차로를 자율주행자동

차의 전용차로로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주행차량이 증가할수록 별도의 

전용차로 설치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율주행차량이 교통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그와 같

은 도로의 구분은 사라지게 될 수 있다. 군집 주행으로 인하여 주행에 필요

한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필요한 도로 면적도 현재와 달라지게 될 것이다. 

(2) 정류장ㆍ환승시설 등의 변화

1) 수요 응답형 버스의 정류장

대중교통 노선에서 정류장과 환승시설은 주변 도로교통과 기반시설을 고

려하여 설치되고, 특히 환승시설은 최대한 환승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위치시킨다.213) 수요 응답형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각 

정류장마다 모두 환승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될 것이므

로 정류장과 환승시설을 구별할 실익이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

든 정류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나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등에 의한 환승을 

염두에 두고 위치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존에는 토지를 정류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노선을 

따라 정류장을 설치하였지만,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가 보편화되면 반드시 

물리적 시설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즉, 토지의 이용이 수요에 따라 가변적

212) ｢도로교통법｣제15조, 동법 시행령 [별표1] 참조.
213)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4-5-1 (2) ①, 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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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용된다. 이용량에 따라 보행통로나 공원 면적의 일부가 정류장이 되

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요 응답형 

시범사업에서는 정해진 노선에 따라 정해진 정류장을 이용하고 있지만 서비

스가 발전한다면 택시서비스에 가깝게 운영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플

랫폼에서 예약된 합승 서비스에 가까워지면, 도로변은 어디든 정류장이 될 

수 있는 탄력적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다.

2)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관시설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관시설은 환승시설의 성격이 크다. 개인형 이동장치

의 보관시설 및 각 이동장치의 현재 위치가 어플리케이션에서 공유되면서 

대중교통의 기능을 보완하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관장소를 규율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보관시설이 곧 기점과 종점, 정류장의 역할을 하게 

되며, 보관시설의 설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동선을 큰 틀에서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방치 문제는 단순히 보행의 안

전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보관시설의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길가에 방치되면 연계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과도하게 한 곳에 집중되면 비효율적으로 교통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보관장소를 정류장의 설치 측면에서 접근하여 효율적인 교통자원

의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규제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기존 교통수단과 환승시설의 제공 현황을 파악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

요량을 판단하고, 자전거도로 등 적절한 통행로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보관시설의 규모는 수요량에 비례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이

며, 자전거 보관시설과 같이 보도에 설치되는 경우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

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충전소와 같이 필수적인 교통시설을 함께 연동

시키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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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드론을 위한 정류장 등

드론의 통행노선이 정해지면 도시계획은 드론의 통행을 위한 물리적 시설

을 계획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드론의 이ㆍ착륙장이다. 드론은 수직

으로 이ㆍ착륙하여 이동하므로 공항의 활주로와 같은 거대한 물리적 시설이 

요구되지 않는다. 헬리콥터 착륙장과 같은 원형의 공간이 드론의 수직 이ㆍ

착륙장(Vertiport)으로 구상되고 있다. 공중에서는 충전이 어려우므로 드론의 

충전시설 등은 이ㆍ착륙장과 함께 연계되어 설치될 것이다.

드론의 이ㆍ착륙장은 여객 운송에 이용될 경우 정류장, 터미널의 역할을 

하게 되며, 화물 운송에 이용될 경우 운송 규모에 따라 집배송센터 또는 물

품보관장소로 활용되게 된다.214) 드론택시 등이 여객 운송시설로 상용화된다

면 이착륙장과 함께 지상 교통수단과의 환승시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환승시설은 드론과 지상을 잇는 터미널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며, 정류장

은 고도를 고려하여 건축물 등의 중간에 진입로, 정류장을 조성해야 할 수 

있다. 물류시설의 경우에도 물류 터미널로서 지상 교통수단에 또는 지상 교

통수단으로부터 물건을 상ㆍ하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드론이 

도심 배송에 이용된다면 주거 건축물 또는 업무용 빌딩들이 드론으로부터 

물품을 배송받는 공간과 방법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3) 자율주행서비스에 의한 주차장의 변화

자율주행 서비스는 ‘운전’의 개념을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것에서 수동적으로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대하였고, 그에 따

라 ‘주차’의 개념도 변화시킨다. 이는 주차장의 전반적인 규율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214) 현재 통행목적, 인구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예상되는 위치는 한강공원, 건물의 

옥상공간,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내부 등이다. 정준영ㆍ황호연, K-means 알고리

즘을 활용한 수도권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수직이착륙장 위치 선정 및 평

가, 한국항행학회논문지 25(1), 2021, 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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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의 개념 변화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215) 고장과 같은 예

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운전자의 의사로 차를 정지 상태에 두거나 운전자의 

부재로 차가 정지 상태에 있는 것을 주차라 한다. 

① 운전자의 의사에 의한 정지 상태

법령에서 예로 들고 있는 운전자 의사에 의한 정지는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경우이다. 택시 정류장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시, 버스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주차해있는 것이 그 예이다. 이는 이미 개별 수요를 

반영하여 탑승 수단을 매칭시켜주는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카카오 택시서비스는 승객들과 택시

가 도로가 아닌 앱상에서 매칭될 수 있게 함으로써 물리적 택시 정류장의 

기능을 플랫폼 내부로 끌어들였다. 이에 따라 택시 정류장에서 승객 대기를 

위해 주차 중인 택시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자율주행서비스가 확대되면 개별 수요에 대응하는 이동 수단이 차량, 버스 

등으로 확대될 것이고, 사람의 운행으로 인한 한계도 없으니 주차 상태로 있

기보다는 운행서비스에 동원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후자의 화물운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혁신을 통해 운송비용을 조금이라도 절감하고자 하는 물류분

야에서 화물자동차를 (노동력에 의한 제한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하역작업, 정비작업을 위해 정차하

는 것이 아닌 이상 모두 물류 수요에 반응하여 24시간 운행하고 있게 될 가

능성이 크다. 이미 대형물류회사들과 유통회사들은 자율배달차량을 개발하고 

있으며, 일부는 상용화 직전이다.216)

215) ｢도로교통법｣제2조 제24호 참조.
216) 김원호 외, 서울시 자율주행차 주차수요 관리방안, 서울연구원 정책과제 연구보

고서, 2018, 1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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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전자의 부재로 인한 정지 상태

운전자의 부재로 차량이 정지해 있는 상황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차

의 형태이다. 운전자에 의한 주행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으므로 운전자가 다

른 활동하기 위해 차량을 떠난 경우 차량의 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자율주

행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주차 상태는 운전자의 부재와 무관해진다. 운전자가 

차량을 이탈해도 차량은 주행할 수 있다. 즉, 기존의 주차 개념이 운전자 위

주로 파악되었다면, 이제는 자율주행서비스의 이용 부재, 충전ㆍ정비 등의 

목적을 위한 정지상태로 파악될 것이다. 주차 상태인 유휴 차량의 수가 줄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주차 과정에 운전자의 개입이 사라지게 되므로 주차장

의 수, 위치와 구조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217) 

③ 주차 개념의 확장

기존 주차의 개념은 정지 상태에 국한되어 있지만 미래의 자율주행차 전

용 건축물에서는 주차구획의 이용과 동시에 충전이 이루어지고, 소프트웨어

가 업데이트 되는 등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건축물 내에 자

율차량 서비스를 위한 기반시스템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즉, 주차라는 개념이 서비스 이용자 부재시 차량서비스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추어두는 활동으로 확장된다. 휴대폰 이용자가 휴대폰을 이용하지 않을 때

(가령 잠을 잘 때), 기기를 충전패드에 내려놓으면 충전과 소프트웨어 업데

이트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다. 이와 같은 개념의 변화는 

단순히 주차 면적을 제공하는 것으로 충분했던 주차장의 설치기준 변화로 

이어진다. 건축물 내부에서 차량들의 통행을 제어하기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충전을 위한 전력 등 에너지 공급시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217)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 아우디의 도시 미래 연구소에서는 주차장 공간이 62%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미국의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미국의 전체 주

차공간 57억 제곱미터 중 15%의 주차공간이 절약될 것으로 예측한다. 김원호 

외, 앞의 보고서, 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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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의 변화

① 주차장 구조 변화

주차 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이 사라지게 되면 사람의 활동을 고려한 시설

의 설치기준부터 변화하게 될 것이다. 주차장 시설기준에서 고려하고 있는 

사람의 보행공간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218) 서비스 이용자는 호출하여 

자율주행서비스를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승ㆍ하차 공간, 건물로 진입

하기 위한 엘리베이터나 계단 등의 동선이 필요 없어진다. 

또한 현재의 주차 공간의 기준은 차량의 문이 열리고 사람이 승ㆍ하차할 

수 있는 공간까지 포함하여 주차구획의 크기와 높이가 산정된 것이다.219) 사

람이 이용하는 공간이 제외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차량 간 밀집하여 주차가 

가능하고, 행렬식으로 주차되어 공간 효율이 증가할 수 있다.220) 운전자 및 

보행자를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높이 기준도 30∼50% 감소할 것으로 예

측된다.221) 이를 가능하게 하도록 주차장에 건물과 차량, 차량과 차량간 정

보 송ㆍ수신이 가능한 기반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218) 빈미영ㆍ김영돈, 자율주행차 도입과 교통이용환경 변화 전망, 이슈&진단 제300
호, 경기연구원, 2017, 15면 참조. 

219)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구획의 크기는 일반형 기준으로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을 요구한다(동법 시행규칙 제3조). 지하식, 건축물식 노외주

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의 높이를 확보하도록 규

정한다(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호 가목, 제11조 제1항).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
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

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

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

16조의5 제1항 제3호).
220) 그림 2는 Mehdi NourinejadㆍSina BahramiㆍMatthew J. Roorda, Designing 

Parking Facilities for Autonomous Vehicles,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B 
Methodological 109, 2018, p.4.에서 인용.

221) 김원호 외, 앞의 보고서, 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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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자율주행자동차�전용�주차장�컨셉�디자인

② 주차장 설치의무의 변화

주자창의 위치는 건축물 이용 공간과의 근접성이 긴밀하게 고려된다. 보행

으로 접근 가능한 거리여야 하며, 그 거리를 최대한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발

전하였다. 이와 같은 요청이 반영된 것이 대부분의 건축물 지하에 있는 지하

주차장이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면 주차장과 건축물간 근접성 요청은 

어느 정도 희석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드시 건축물 안에 주차장이 위치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오히려 출입구 

개수가 제한적이어서 입차와 출차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지하 공간보다

는 출입구를 여러 개 마련하고 자동차의 교차를 편하게 설계한 주차용 건축

물이나 지상의 주차 공간이 더 편리할 수 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자율주행차로 인해 주차장이 보다 외곽이나 토지 비용이 상대적

으로 저렴한 장소에 위치할 것이라 예측한다.222) 

소유 관념이 변화하여 차를 소유하는 대신 공유서비스의 이용하는 방향으

로 자동차 산업이 변화한다면 더욱 이동이 편리한 수요가 많은 위치에 가서 

대기하고자 할 것이다. 건물 지하 주차장보다는 교통 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의 주차 공간으로 이동하여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222) 김원호 외, 앞의 보고서, 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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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경제적 이득을 발생시킬 것이므로 건축물당 요구되는 주차 공간은 오

히려 줄어들 수 있다. 

그러므로 ｢주차장법｣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을 도시지역에 건축

하였을 경우 부과하는 부설주차장 의무는 장기적으로 완화될 것이다.223) 부

설주차장에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이동하는 방식이 건축물 앞에서 

내려 차량을 지정한(또는 인공지능이 최적이라 판단한) 주차장으로 이동시키

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기 때문이다.224) 이에 따라 부설주차장 대신, 다수

의 차량이 접근하여 정차할 수 있는 주정차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건축

허가요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225)226) 

4. 기반시스템의 활용

스마트 교통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교통시설을 물리적 시설로만 이용하는 

223) ｢주차장법｣제19조 참조. 법에 따르면,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

서,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구분된다.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附
帶)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다목). 지하주차장이 대표적인 부설주차

장이다.
그 외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행
정청이 설치한다(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제7조 제1항).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주로 주차전용 건축물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나목).
224) 만약 여객 운송 관련 규제가 기술의 발달과 호응하여 발전한다면, 이용자가 사

용하지 않는 시간에 공유차량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이용방향이 가능해질 것

이다. 
225)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30호

“주정차대(駐停車帶)”란 자동차의 주차 또는 정차에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

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226) 조재성, [오피니언] 자율주행 자동차, 스마트시티 그리고 도시계획, 월간교통 제

255호, 2019. 5., 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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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도로의 이용은 도로에 부착된 센서망과 정보통신

망을 통한 연결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고, 교통은 통합관제시스템의 통제를 받

을 것이다. 스마트 도시가 고도화될 수록 기반시설은 기반시스템과 더욱 강

력하게 결합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자율주행서비스와 드론의 통행을 위한 

교통관제시스템이다. 

자율주행차량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정밀하게 재현된 3D지도와 센서망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서비스의 범위를 건물내부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3D지

도를 건축물 내부까지 연장하여 그려야 한다. 즉, 공간정보망의 범위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결정하고, 물리적 시설 층의 건축물과 기반

시설의 이용 범위를 결정한다. 기반시스템의 구축이 토지를 이용할 건축물의 

부지를 마련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곧 물

리적 시설 층을 이용하는 활동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스템의 제어가 

필요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드론의 접근을 통제하고자 하는 구역이 있다면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시스템상 제어가 적합한 통제수단이다.

(1) 자율주행서비스

자율주행서비스는 기술의 고도화만으로는 상용화에 한계가 있다.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 기술이 아무리 고도화된다 하더라도 인지할 수 있는 거리에 한

계가 있고, 거리가 가까워도 장애물이 있으면 감지하기 어렵다. 3차원 지도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반영한다고 해도 도로 위의 돌발 상황에 대처

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기반시스템의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자율주행서비스의 발전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자율주행 차량의 센서 기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차량과 차

량간, 차량과 도로 간 무선통신망(V2X: Vehicle to Everything)이 기반시스템

의 핵심으로 본다. 기반시스템은 자율주행차량에 교통신호를 실시간으로 원

격제공 해주고, 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실시간으로 교통 흐름을 제어한다.227) 

227)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2030 국가 로드맵-, 20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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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지물 인식을 위한 3차원 정밀지도도 필요하다. 2차원 평면 지도로는 자

율주행이 불가능하다. 지형의 고저, 건물의 위치와 형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3차원 정밀지도가 갖추어져야 다른 차량, 보행자, 장애물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다.

자율주행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구축되어야 하는 기반시스템의 범위는 도

로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기반시설인 도로가 제공하는 이동 기능의 범

위가 건축물 내부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건축물 내부까지 동선을 제공하는 

기반시스템이 연결된다. 건물의 자동 주차를 위한 실내 GPS 장치를 설치하

는 것뿐만 아니라 3차원 정밀지도도 건물 내부까지 그려진다.228) 자율주행서

비스를 이용하는 수단이 차량에서 로봇으로까지 확대되고 이를 이용한 서비

스들이 다양해지면서 물리적 시설 층의 정밀 지도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갈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완전하게 상용화될 먼 미래를 상상하면 사람의 주행을 전제

로 한 안전표지와 신호등의 설치 빈도와 방식도 달라질 것이다. 장기적으로

는 사람의 운행을 전제로 한 신호등, 도로의 표지판, 과속방지턱, 차선까지 

불필요해질지 모른다. 도로 위 표지판은 시각적으로 정보를 인지해야 하는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등을 위한 것만 남게 될 수 있다. 자율주

행자동차 시대의 도로는 자동차 간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플랫폼으로 기능하

는 공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229) 

(2) 드론

드론과 기존 교통수단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표면이 아닌 비행이 가능

한 고도의 지상 공간에서 통행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드론의 이용이 보편

화된다면, 드론이 활용될 수 있는 구역이 지정되고 이에 관한 관제시스템이 

참조.
228) 관계부처 합동, 위의 전략, 18면 참조.
229) 로리 윙클리스 저ㆍ이재경 역, 앞의 책, 2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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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될 것이다. 현재 20여 개국에서 120∼150m 이하 저고도 공역에서 비행

하는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교통시스템을 개발중이다. 다양한 임무를 

담당하는 드론이 더 멀리까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통신, 비행경로 

관리, 위치 모니터링, 비행 인ㆍ허가, 충돌 회피기능 등 교통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드론의 안전성을 높이고 공중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한

다.230) 서비스의 확충을 고려하여 다양한 고도의 항공기를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231) 

미래 항공교통은 조종사가 없이 자동 및 자율비행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

이다. 소형드론, 드론택시 뿐만 아니라 기존 항공기도 자동화율이 점차 증가

하고 있다. 현재 조종사와 관제사 간 소통이 육성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관제

방식이 종국에는 기계(자율비행기체) 대 기계(교통관제시스템)이 소통하는 항

공교통관리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232)

이는 스마트 도시의 서비스 층에서의 활동이 완벽하게 데이터 층에서 통

제되는 방향으로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란 뜻이다. 물리적 시설 정보

와 서비스 층에서의 활동 정보가 데이터 층에 집적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동선이 계산되어 서비스 층의 활동이 제어된다. 드론을 위한 기반시스템은 

지상에 설치될 물적 시설의 비중보다 데이터 층에서 제공하는 통행로 및 교

통제어 기능의 비중이 크다. 정확한 정보의 반영뿐만 아니라 하이재킹을 방

지하기 위한 최고 수준의 보안을 항상 유지해야 한다.

230) 김승주, 미래드론교통의 토대, 드론교통관리(UTM),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7(6), 2020, 19면 참조.

231) 신성환ㆍ김선이, UAM 개발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항공정책적 제안, 항공우주

정책법학회 제35권 제4호, 2020, 98면 참조. 
232) 김승주, 미래드론교통의 토대, 드론교통관리(UTM),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통신) 

37(6), 2020, 19면 참조. 



- 108 -

Ⅲ. 경찰ᆞ방재 기능의 변화

1. 기존의 경찰ᆞ방재 기능

스마트 안전 분야로 지칭되는 고도화된 경찰ㆍ방재작용은 앞선 기반시설

로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와 다르다. 우선, 경찰 행정작용은 자유주의 사조를 

배경으로 한 질서행정(Ordnungsverwaltung)으로, 행정주체는 국민의 생명ㆍ

신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233) 그러므로 경찰작용을 급부행정 관점이 반영된 ‘공공서비스’라 

일컫는 것은 행정법 체계상 그르다.234)

건설법제에서 경찰작용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건축경찰법을 중심으로 규율되어왔다.235) 화재, 지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행정주체는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여 위험방지요건을 갖추도록 강제한다.236) 그 외 도시 공간에서 

233) 김동희ㆍ최계영, 앞의 책, 20면 참조. 
234) 행정법학에서 경찰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의 

행정작용을 지칭한다. 경찰개념은 크게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로 구분되는

데, 형식적 의미는 담당 기관을 기준으로 경찰이 담당하는 임무를 포괄하여 경

찰작용이라 정의한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의 자유ㆍ재산을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행

정작용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경찰의 개념은 실질적 의미를 따르

고 있음을 밝힌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은 다시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된다. 보안

경찰은 경찰조직에 의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행정작

용을 말하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건축, 위생 등 각 영역의 고유한 행정임무를 

지닌 행정기관이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찰작용을 말한다.   
김동희ㆍ최계영, 행정법Ⅰ, 박영사, 2021, 20면; 최영규, 경찰의 개념과 경찰법의 

범위- 실질적 경찰개념의 유용성 검토 -, 행정법연구 제25호, 2009, 354-356면; 
조성규, 지방자치의 본질과 자치경찰제 논의, 행정법연구 제50호, 2017, 89-90면 

참조.
235) 김종보, 앞의 책, 26면 참조.
236) ｢건축법｣제11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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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는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작용은 주로 경찰조직에 의하여 수행되

어왔다.

반면, 방재 기능은 복지(사회)국가 이념을 배경으로 등장한 급부행정

(Leistungsverwaltung)으로, 국민의 생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

공되는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공공서비스’에 포함된다.237) 그러나 그 기능

이 주로 119안전센터 등 소방기관에 의하여 수행되어왔다는 점에서 물리적 

구조에 의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오던 여타 기반시설과 차이가 있다.238)239) 

2. 스마트 도시에서의 경찰ᆞ방재기능

경찰ㆍ방재기능은 앞서 살펴본 공공서비스와 달리 물리적 기반시설에 의

해 제공되기보다는 해당 기능을 임무로 하는 행정조직에 의하여 주로 수행

되어 왔다. 도시계획 법제와의 접점은 방재시설과 더불어 경찰서, 소방서 등

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에 포함하여 경찰ㆍ소방기관의 업무가 소외되는 

지역 없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한 정도이다.240) 그럼에도 불구하

고 스마트 도시에서의 기반시설 기능과 관련하여 경찰ㆍ방재기능을 논하는 

이유는 스마트 도시에 진입하면서 해당 기능이 점점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ㆍ방재 기능이 물리적 시설 층의 공

간정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신고 즉시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가 해당 기관에 공유되고 가장 빠른 접근 

방법이 안내되며, 자동으로 교통신호체계가 연동되어 조절되는 시스템이 고

도화의 일례이다. 대전시는 긴급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면 우선 신호를 부여

237) 김동희ㆍ최계영, 앞의 책, 20면 참조.
238) ｢소방기본법｣제3조 참조.
239) 상대적으로 행정조직에 의한 수행의 비중이 크다는 뜻이지 방재기능을 수행하

는 도시계획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방재시설로는 홍수, 화재, 해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수설비, 방화설비, 방조설비 등이 있다.｢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6장 참조.
240)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4-5-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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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경상남도의 경우 재난 상

황 정보를 즉시 출동대원과 공유하여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현장 정

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241) 

더 나아가,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하여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위

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IoT 센서를 시설물에 부착하여 시설의 안전도를 실시

간으로 관리한다.242) 부산에코델타시티는 홍수, 태풍 등 재난을 예측하고 선

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물재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243) 위험에 

대응하고 재난을 예방하는 방식이 디지털화된 공간정보들과 결합하면서 효

율성과 정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3. 기반시스템의 활용

스마트 도시의 경찰ㆍ방재 기능은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다. 정부와 지

방자치단체들은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응용하

여 관련 시설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244) 이와 같은 변화

는 건축물 위치, 형태뿐만 아니라 내부의 대피로, 비상구, 세대 구조 정보 등 

물리적 시설의 구체적 정보를 데이터 층에 공유할 유인을 만든다. 데이터 층

에 밀도 있게 반영될수록 출동 정보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효율적으로 기능

이 수행될 수 있다. 

최근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스마트 워치로 위급상황 신고를 했음에도 

241)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2. 2. 1.)
(https://www.daejeon.go.kr/drh/drhStoryDaejeonView.do?boardId=blog_0001&menuS
eq=1479&ntatcSeq=1350589178); 
경상남도 홈페이지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2. 2. 1.)
(https://www.gyeongnam.go.kr/board/view.gyeong?boardId=BBS_0000060&menuCd=
DOM_000000104001003000&paging=ok&startPage=1&searchType=&searchOperatio
n=AND&keyword=&categoryCode1=A&dataSid=41622810)

242) 이근형 외, 한눈에 읽는 스마트시티, 지식공감, 2019, 154면 및 163면 참조.
243) 조성수ㆍ이상호, 스마트 방재 도시 구상, 건축 제65권 제11호, 2021, 32면 참조.
244)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2020. 5.,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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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확한 GPS 정보를 추적하지 못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사건이 있

었다.245) 스마트 기술과 서비스의 발달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경찰ㆍ방재기능

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고도화된 경찰ㆍ방재시스템의 작용을 수용하기 위

해 스마트 도시의 도시계획 법제는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 규율시부터 경찰

ㆍ방재계획을 연계하여야 할 가능성이 크다. 

Ⅳ. 소 결

스마트 도시의 기반시설들은 데이터 층에 형성된 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 

고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진화할 것이다. 그 방식은 기반시설의 유

형마다 다르다. 전기ㆍ물 공급서비스는 전통적으로 기반시설의 물리적 구조

에 의존하여 제공되어 온 공공서비스이다. 발전소, 댐 등을 건설하여 공급원

을 확보하고, 변전소, 정수장 또는 고압선, 수도관 등을 설치하여 소비처에 

자원을 배분한다. 

공급 설비에 형성되고 있는 기반시스템 역시 기반시설의 물리적 시설로부

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센서 등을 부착하여 공급망을 디지털화한 후 

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관리를 위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도시가 

고도화되어,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이 분산화되고 지역ㆍ건물 단위로 에너지가 

생산ㆍ소비되는 단계에 이르면 기반시스템은 더 이상 소극적으로 기능하지 

않을 것이다. 가상의 공급망에서 잉여 생산분과 수요처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경찰ㆍ방재 기능은 공급시설과는 반대로 기반시설의 물리적 구조보다는 

해당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의해 수행되어 오던 행정작용이었다. 스

마트 도시에서 고도화되는 방식 또한 공급시설과 다르다. 공급시설은 데이터 

층을 활용하여 가상화되고 있다면, 경찰ㆍ방재 기능은 기관에 의해 수행되던 

245) 연합뉴스 2021. 11. 20. 기사, ｢신변보호 여성 피살에…경찰 "3초내 위치추적방

식 도입"｣(최종접속일자: 2022. 2. 1.)
(https://www.yna.co.kr/view/AKR20211120034100004?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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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적인 행정작용이 데이터 층을 통해 물리적 시설 층과 결합되고 

있다. 이는 데이터 층에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물리적 

시설 층의 형성과 관리에 기반시스템이 긴밀하게 연계되도록 한다.

교통서비스는 기반시설의 물리적 구조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기반시스템을 통해 시설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스마트 교

통서비스는 데이터 층을 통해 기존의 이동방식을 변화시켜 도로 등 교통시

설의 변화를 불러온다. 대표적인 예로 플랫폼 교통서비스와 자율주행서비스

를 소개하였다. 플랫폼 교통서비스는 토지에 부여되는 법적 성격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시켜 원하는 공간을 정류장 시설로 이용하게 한다. 이

용자는 정류장 등 물리적 시설에 얽매이지 않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자율주행서비스는 운전자에 의한 주행이라는 전제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서 도로의 이용부터 건축물의 이용(진입로, 주차장 등)을 변화시킨다.

기존의 교통시설이 예정하지 않았던 교통수단의 변화는 적극적으로 도로

의 물리적 구조 변화를 요청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같은 교통수단은 자동

차 중심으로 설계된 도로의 구조와 맞지 않다. 자전거도로로 통행로가 규정

되었지만, 자전거와 그 규격과 회전반경, 평균 속도 등이 달라 사고의 위험

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로의 노면 포장, 방지턱 등 개인형 이

동장치와 맞지 않은 도로의 시설은 운전자의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드

론의 교통수단화는 교통시설의 차원을 변경하는 큰 변화이다. 기반시스템에 

의한 관제가 필수적으로 요청되고, 고도별로 드론이 통행하는 방식, 수행하

는 내용에 따라 건축물, 도로 등 기반시설 등의 변화가 예상된다. 새로운 교

통수단을 위한 보관시설, 충전시설, 정류장 등도 교통관제시스템에 따라 건

축물과 연계되어 설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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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현행 도시계획 법제의 한계

스마트 도시는 도시계획 법제의 근간, 즉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양 축을 변형시키고 있다. 한정된 공간에는 주된 단일한 활동이 수

행된다는 전제의 붕괴는 건축물 용도는 물론 용도지역 개념의 실익도 제거

하여 도시계획이 의존하고 있는 중요 개념들을 무력화시킨다. 특히 기반시설

의 변화는 도시관리의 체계까지 변화시킨다. 이 장에서는 도시계획 법제의 

체계를 검토하여 각 부분에서 드러나는 한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제 1 절  스마트 도시에서 도시계획의 기능 상실

Ⅰ. 도시계획 법제의 규율 구조 

도시계획의 종류는 공간 형성의 적극성을 기준으로 크게 소극적 도시계획

과 적극적 도시계획으로 구분된다. 소극적 계획은 토지이용의 기준을 제시하

여 장래를 향하여 토지소유자의 건축한계를 설정한다. 반면, 적극적 도시계

획은 행정주체가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개발사업계획을 적극

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246)247) 

장래를 향하여 도시 형성의 틀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활동을 유도하는 역

할은 소극적 도시계획이 수행한다. 소극적 도시계획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 

실패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권능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 토지이용 규율의 

246)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289면 참조. 
247) 적극적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실패가 발생한 구체적 지역에 행정주체가 개발

사업을 통해 개입한다. 물리적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게 되며, 그 공공성으로 

수용권이 부여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법 제9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계획(법 제43조) 등이 대표적 적극적 

도시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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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제시하여 도시의 형성을 유도하고 계획의 실패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248)249) 일정한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개별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도시계획으로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이하에서는 용

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법제에 의한 도시

관리 체계를 살펴본다. 

1.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공간구조 형성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법제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그 근간이 

이루어져 있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지역을 기준점으로 하여 

토지이용 규제가 구체화된다. 

(1) 용도의 설정

현재 용도지역은 주된 활동을 기준으로 유사한 입지조건을 요구하는 활동

들을 분류하여 구획한다. 크게 주거, 상업, 공업적 용도로 분류하여 용도지역

을 지정함으로써 토지에 법적 성격을 부여한다. 각 활동별로 요구되는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건축물 용도와 형태를 제한한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적정한 주거 밀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 일조권과 사생활 보호가 다른 용도지역에 비하여 중요하

게 고려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 공공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

리성 등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250) 상업지역은 상업, 업무, 문화 시설 등의 

248)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계획 연혁 제1권, 2016, 290면 참조.
249) 개발사업의 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적극적 도시계

획으로도 기능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지만, 이는 개발사업 계획이 가진 적극성

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이지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배기철, 한ㆍ일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비교연구-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52-53면 참조.
250)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 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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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약적 이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251)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고려하여 관련 

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높은 개발밀도로 인하여 교통량을 충분히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된다. 공업지역은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주

거지역과 혼재를 피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252) 그 외 공업의 생산성

을 도모하기 위하여 간선교통망으로의 접근성, 물ㆍ전기 등 공급시설 등이 

고려된다.

(2) 개발밀도의 일률적 규제

도시계획법 관점에서 건축물 용도 외에 건축물 형태까지 규제하는 이유는 

건축물의 존재, 즉 사람들의 활동이 토지이용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주변에 새로운 토지이용(가령, 여객 터미널 옆 판매시설의 입지)을 유발하기

도 하고, 기반시설 기능을 저해(가령, 교통체증)하기도 한다. 건축물의 물리

적 규모가 건축물이 수용할 수 있는 인구를 결정하므로 발생하는 활동량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의 형태, 엄밀히 말하면 개발밀도를 결정한

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은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 

단위의 토지이용을 연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발 밀도 규제도 구획된 지역

을 기준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활용하여 일률적으로 제한을 가한다.253) 건

폐율과 용적률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부피를 규제하여 해당 용도지역의 

개발밀도를 결정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251)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 3-1-3-1.
252)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지침｣ 3-1-4-1.
253) 건폐율이란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면적 대 실제로 건축되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대지면적의 얼마큼을 건축물이 덮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건축물의 수평적인 크기를 제한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
조).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을 

말한다. 즉,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규제하는 것인데, 한 층에 지을 

수 있는 수평적 크기는 건폐율로 제한되므로 용적률은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

는 역할을 한다(동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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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상업지역의 개발밀도 기준(건폐율 9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0퍼센트 

이하)이 가장 높고, 녹지지역 개발밀도(건폐율 20퍼센트 이하, 용적률 100퍼

센트 이하)가 가장 낮다.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밀도의 범위를 정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법령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다.

(3)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의 배치

주된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에 이익을 주는 조건(외부경제)과 불이익을 발

생시키는 조건(외부불경제)을 고려하여 토지의 용도를 배치한다. 예를 들어 

업무시설과 판매시설은 각자의 영업이 서로 이익을 주므로 근거리에 배치하

고, 공장의 영업은 소음과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므로 주거지로부터 멀리 

배치한다. 주된 활동을 기준으로 각 용도지역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도시의 

전체적인 공간구조를 형성한다.

이 배치에는 기반시설이 같이 고려된다. 용도지역별 입지조건 차원에서 고

려될 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을 배치할 때 도로망의 존재가 용도지역 간 관계 

설정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은 필지별로 규율할 

수 없으므로 기반시설의 내용도 담지 못한다. 그러므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계획을 마련하여 도시계획 지형도면에 용도지역과 함께 기반시설의 종류별 

설치 내용을 표시한다.254) 

2. 용도지역제를 전제로 한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제의 일률적 규율방식의 한계로 등장한 제도이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평면적 토지이용에 국한되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의 계획까지 입체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공간을 계획한다.255) 용

도지역제 도시계획이 전국에 수립되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은 필연적으로 

254) 김종보, 앞의 책, 207면 참조.
25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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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도시계획 위에 그려지게 된다. 신시가지와 달리 기성시가지에서

는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충돌로 그 관계 해석이 문제 된

다.256) 

지구단위계획의 취지가 구체적 토지이용규제 기능이 결여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한계로 수립된 제도라는 점, 토지이용의 규제 방식이 다르다는 

점,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의 종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대등하게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도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

역제 도시계획과 대등한 도시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실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하위 분류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변경이나 충돌이 발

생하는 경우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하는 등 명시적인 관계 설정

을 회피하고 있다(지침 1-3-2). 계획 수립 범위도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서 

부여한 건축물 용도 범위 안에서 세분한다. 법원에서도 지구단위계획상 획지

와 지목이 대지인 필지 경계선이 충돌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필지 경계선

을 지구단위계획에 일치시켜야 하는 적극적 효력은 없다고 보았다.257)258) 

(1) 용도의 설정

위와 같은 관계 설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설정하는 용도지역은 용도지

256) 신시가지에서는 지구단위계획과 지적의 충돌 문제가 없는 이유는 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구역의 지적이 지워지기 때문이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새로운 지

적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되어 개발사업 준공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능한다. 실무에서 토지이용계획을 곧 지구단위계획으로 인지하고 있는 이유이

다. 이에 기반하여 지적이 그려지므로 지구단위계획과 지적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257)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258) 신시가지의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적극적 도시계획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이용계획의 내용대로 그려진 신시가지의 지적은 지구단위계획의 내

용으로 그려진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상 개발계획으로서 그려진 것이고, 지구단

위계획은 단지 그 결과를 의제를 통해 반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

다. 배기철, 앞의 박사학위 논문, 52-5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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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제 도시계획 범위에 한정된다.259) 용도지역과 연계하여 주거용지, 상업용

지, 업무용지, 학교용지 등이 설정된다. 그 내용은 동일하지만 용도지역제 도

시계획처럼 용도지역 지정과 동시에 선행하여 규정되어 있던 건축행위 제한

이 건축허가요건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별도로 형태, 

용도 등을 지정하지만 그 역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서 허용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260)  

(2) 건축 형태의 규제

지구단위계획도 용도와 연동하여 건폐율과 용적률로 건축물의 개발밀도를 

규제한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의 차이점은 필지별로 건축물 규모를 규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가구(街區, Block) 안에서도 용적률 허용범위를 

다르게 제시할 수 있으며,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지별로 세분화된 

용도를 부여하여 높이를 제한할 수 있다.261) 그러나 이 같은 적용도 용도지

역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262) 일견 탄력적으로 보이는 지구

단위계획상 규제가 오히려 기존의 규제보다 강하게 재산권을 제한하는 비탄

력적 규제로 작동하는 이유이다. 

(3) 필지 및 기반시설의 배치

지구단위계획도 토지에 부여된 용도를 고려하여 용도를 배치하고, 각 용도

와 용도간 관계를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배치한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의 

259)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용도지역 하위 분류간 변경(제1종 일반주거에서 제2종 

일반주거)만 가능하다(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1호).
260) 김종보, 앞의 책, 301면 참조.
26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9-1, 3-9-3, 3-9-5 참조.
26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9-1 (6)에 따르면 “당해 구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용적

률 및 건축물의 허용용도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물 

용도에서 살펴보았듯 도시지역 용도지역의 대분류(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 범
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정된 완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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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은 개별 필지별 규율이 가능하여 배치를 필지 단위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도 토지이용계획과 한 평면에 그려질 수 있

다. 이 점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도시계획시설계획이 별도로 작동될 필요

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으로 그려진 도로선 등이 지

구단위계획에 포함되면 그 효력이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준하는 것인지 분명

하지 않다. 자세한 내용은 본 장 제4절에서 검토한다. 

Ⅱ. 규율 구조 전제의 변화

현재 도시계획 법제는 용도지역제를 근간으로 이를 구체화시키는 지구단

위계획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도시 공간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는 세 가지

의 전제가 깔려있다. 첫 번째 전제는 지표면의 구획으로 그 공간에서 발생하

는 활동의 종류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동의 목적으로 구분된 용도지

역이 이를 반영한다. 두 번째 전제는 활동별로 적절한 개발밀도가 특정된다

는 점이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모두 용도를 기준으로 연계

하여 개발밀도를 규정한다. 세 번째는 활동의 내용, 활동간 관계만으로 합리

적인 필지ㆍ용도지역의 배치,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 역

시 토지의 배치, 기반시설의 설치를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도출된 

전제이다. 

이처럼 스마트 도시가 희석시키고 있는 단일한 용도 개념은 모든 토지 이

용규제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데이터 층의 연결로 사람들의 활동에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면서 그 기준점이 흔들리고 규제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1. 용도의 혼재

하나의 건축물에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 다양해지므로 구획된 토지 공

간에서 주된 단일한 활동만이 발생한다는 토지의 용도 개념은 더 이상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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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주된 활동을 예정하고 이를 위한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구획한 용

도지역 역시 그 의미를 잃는다. 사실 용도지역의 형해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

다. 탈산업화의 영향으로 도시지역에서 전통적인 제조 공장들이 사라졌고, 

오피스 기반의 지식산업 등이 출현하면서 용도의 철저한 분리원칙은 무너진 

지 오래이다. 

다양한 산업과 주거, 상업 기능을 혼재하여 집적경제의 이익을 추구하는 

흐름은 용도지역의 취지를 용도의 분리에서 합리적인 용도 혼합으로 변화시

켰다.263) 거주 활동과 생산 활동, 상업 활동이 양상의 차이만 있을 뿐 주거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모두 가능하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예를 들

어,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던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시설과 생산시설이 한 건

물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축물 종류로, 공업지역뿐만 아니라 전용

주거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중심ㆍ유통상업지역 제외한 상업지역 등에 건

축될 수 있다.264) 

스마트 도시에서는 한 단위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기존의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아파트 한 세대를 예로 들면, 그곳에서 거

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은행 업무도 처리

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도 듣고 회의에 참석도 하고 장도 본다. 숙박서비스 

제공도 가능한데, 숙박공유서비스인 Airbnb는 주거지와 숙박시설을 분리하려

는 용도지역의 규제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연결이 고도화될수록 1m²당 가능한 활동의 밀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심지어 자율주행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이동행위와 활동이 결합된다. 개별 교

통수단이 탑승자의 개별 공간이 되면서 이동 차체가 동시에 회의실이 될 수

도 있고, 판매시설, 식당이 될 수도 있다. 즉, 물리적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활동의 전개는 토지 용도에 반영된 전제를 붕괴시킨다. 연결이 고도화될수록 

263) 전채은, 최막중, 우리나라 용도지역제의 용도순화 및 용도혼합 특성에 관한 역

사적 고찰, 국토계획 제53권 제6호, 2018, 6면 참조. 
26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이하 참조. 제2종 근린생

활시설에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² 미만이고, 공해 발생 정도가 적은 공장시설

이 포함되어 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너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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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한 토지 용도 개념은 빠르게 해체될 것이다. 

2. 개발밀도 기준의 변화

용도 개념의 변화는 건축물 형태 규율의 한계로 이어진다. 적정한 개발밀

도의 범위가 용도에 연계된 일률적 범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하

나의 활동에 적합한 개발밀도가 정해져있다는 전제에 기한 것인데, 이는 이

미 세분화된 용도지역으로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단일한 주거지역이 전용주

거와 일반주거로 분류되고, 그 안에서도 종이 세분화되고, 준주거지역까지 

발생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용적률을 확보하여 상업지역과 유사한 높은 개

발밀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265)

스마트 서비스로 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위 

전제는 더욱 성립할 수 없다. 한 건축물에서 여러 가지의 활동이 발생하므

로, 용도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건축물 단위의 적정 건폐율ㆍ용적률을 결정

할 수 없다. 용도지역 설정과 함께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건축물 단위의 개발

밀도로는 더 이상 한정된 도시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분배하기 어려워진다. 

3. 물리적 시설의 배치조건 변화

용도의 개념 해체는 활동간 관계로 토지를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한

다. 주거지역에서 거주만 발생하지 않고, 상업지역에서 영업만 발생하지 않

으므로 단일한 활동을 기준으로 한 용도지역 또는 필지의 배치는 실질과 맞

지 않는다. 스마트 도시에서 개별 공간에서 발생하는 활동이 다양해지면 토

지의 용도로는 토지의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 오히려 단일한 활동이라

는 형식적 개념이 실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토지의 용도 개념으로는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265) 특히,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종 분류가 거주의 양상보다는 개발밀도만을 기준으

로 한 구분이라는 점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난다. 



- 122 -

기반시설을 배치하는 것도 어렵다. 특히, 도로는 물리적 공간을 연결하는 기

반시설로, 이제껏 활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관계를 설정하여 연결하여 왔다. 

주된 활동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이동을 유발하였던 요인(출퇴근, 근

린생활시설의 이용)도 변화하므로 도로가 예정한 연결내용도 변화한다. 즉, 

용도지역을 배치하고 건축물을 배치할 때 고려되었던 도로망의 전제가 달라

지면서 실제 활동 내용과 다른 도로가 설치된다. 이미 우리는 소비자가 판매

시설로 이동하는 대신 상당수가 택배가 주거지로 이동하고, 보행 구간을 플

랫폼 교통서비스가 대체하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교통서비스의 변화는 일일 생활권의 범위를 확장시키면서 도시

의 생활권 구조도 변화시킨다. 스마트 교통서비스로 물리적 이동에 드는 사

회적 비용이 줄어들면 감수할 수 있는 이동 거리가 확장되기 때문이다. 시간

당 190~200km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량은 사람들을 도심으로부터 먼 거리

의 장거리 통근을 가능케 할 것이다.266) 드론택시의 도입에 따라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선호 주거지역의 범위는 드론의 통행범위 등에 따라 달

라질 것이다.267) 이는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시 경계를 초월하여 유

입되고, 도로망에 구애받지 않는 교통수단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도시 내 다른 용도지역의 배치와 도로망만으로는 해당 토지에서 수행될 

활동의 규모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Ⅲ. 규율 범위의 한계

1. 수직적 확장

근대 도시계획의 시작은 도시의 공중 공간이 활용되는 시점과 맞물린다. 

266) 재택근무가 병행되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267) 이종욱ㆍ이재홍ㆍ홍성조, 도시형 공중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도

입에 따른 수도권 도시공간구조 변화 예측 –수도권의 상대적 주택가격분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7 No.6, 15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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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년대 중반 철근 콘크리트, 엘레베이터의 발명으로 5층 이상의 건축물들

이 지어지면서 도시계획의 개입이 시작되었다.268) 2, 3층 건축물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에 맞추어 고층화되면서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은 개발밀도의 

측면에서 건축물 높이와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즉, 건축물을 위치와 면적

으로 배치하던 차원에서 3차원의 밀도까지 규제로 나아간 것이 근대 도시계

획 제도의 시작이다. 공중으로, 지하로 확장되는 스마트 도시의 움직임은 도

시계획의 다른 차원을 형성하고 있다. 

(1) 2차원 도면 중심 규율 범위

현재 도시계획 법제는 구역의 설정에 토지의 건축적 이용 규제에 필요한 

법적 성격을 연동하였다. 도면에 용도지역을 구획하면 대략적인 건축물의 용

도와 개발규모가 통제된다.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도 도면에 선으로 표시하여 

도시계획에 그 기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즉, 지표면의 구획만으로 개

발밀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2차원 도면 중심의 규율 범위에 

머물러 있다. 현재 도시계획 법제가 인식하는 규율 범위는 지표면에서 건축

물이 차지하는 부피까지이다.

지표면과 분리된 공중 또는 지하 공간이 입체적으로 전혀 규율되지 않았

던 것은 아니다. 대지 안에 도시계획시설을 중복으로 설치하거나 상업시설 

등 비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 등에 입체 공간을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이 수립된다.269) 그러나 이 경우도 3차원으로 인

식되는 범위는 물리적 구조물이 차지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도시계획

시설 설치 공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도 시설물마다 제

각각이다.270)

268) ｢도시법(Städteordnung,1808)｣에 근거하여 1862년 수립된 건설계획(Bebauungsplan)
의 핵심은 도로망 계획으로, 가로 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였다. 조재

성, 21세기 도시를 위한 현대 도시계획론, 한울아카데미, 2020, 23면 참조. 
269)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도시계획시설의 중

복결정), 제4조(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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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하철, 공동구와 같은 지하의 매립시설은 지표면과 분리되어 오랜 

기간 지하 공간을 사용하여 왔지만,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과 체계적

으로 연동되지 않는다.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계획에서 기반시설 용량 

분배 차원에서만 고려되고, 구체적인 건축행위, 특히 지하 공간을 공유하는 

건축물의 지하층과 연계되어 계획되지 않는다. 건축법상 위험방지 차원에서 

지하안전평가가 실시될 뿐이다.271)

(2) 공중 공간의 활용

스마트 도시의 규율 범위는 건축물에 의한 입체화의 차원을 벗어난다. 고

층 건축물이 확장한 공중 공간을 교통수단이 이용하게 되면서 공중 공간의 

활용 범위는 확장되고 활용 양상은 동적으로 변화한다. 우선, 기존의 개발밀

도 규제, 즉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가 달라진다. 도로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던 

사람들의 이동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교통수단에 의한 공중 공간의 활용은 건축물과 달리 고정된 공

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달라지는 공간의 사용을 예정한다. 

현행 도시계획 법제는 건축물의 건축시 주변 토지의 활동, 도로 등 기반시설

의 용량 등을 판단하여 설치 가능 범위를 부여하고, 그 관계가 유지되도록 

제한하였다. 반면, 교통수단에 의한 활용은 통행 노선을 설정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통행하는 과정의 실시간 통제가 필요하다.

이는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가 현재보다 더욱 긴밀하게 규율될 것을 요구

한다. 단순히 도로 폭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1층 출입구를 도로와 

접하게 하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드론의 통행을 위한 시설이 건축물의 형태

와 연계된다.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이 비효율적인 드론의 특성상 드론이 주

ㆍ정차하거나 충전할 수 있는 시설, 터널 공간 등이 고층 건축물에 마련될 

270) ｢도로법｣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참조.
271) 2021년 7월에 이르러서야 건축행위 일반에 지하안전평가 실시가 적용되도록 

개정되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 제15의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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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드론의 교통을 제어하는 관제시스템은 드론의 운행정보뿐만 아니라 

주변 건축물, 기반시설의 변경에도 기민하게 반응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3) 지하 공간의 활용

공중 공간과 비교하여 지하 공간은 그 변화가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서

울에는 삼성역에서 봉은사역을 아우르는 거대한 지하 공간이 조성되고 있고, 

기술의 발전으로 더 깊은 지하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

다.272) 특히, 스마트 도시에서 주목해야 할 지하 공간은 지하 물류시스템이

다. 현재 정부는 기존의 도시철도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지하 물류터널을 구

축하고, 지하 공동구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물류센터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지하 물류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273)274) 

스마트 물류서비스의 특성상 물류터널의 종착지는 개별 건축물로 이어질 

것이다. 즉, 현행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 차원에서 더 나아가 토지이용 현황

상 인구의 분포를 고려하여 지하에 물류센터가 계획되어야 할 것이다. 가로

망을 계획하듯 물류센터를 기점으로 물류터널망을 계획하고 지하 물류터널

의 종착점은 개별 건축물의 지하층 구조와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275) 즉, 현

재 지표면 기준의 설계 도면으로는 토지의 건축적 이용과 결합되는 지하공

272) 지하 공간을 깊이 따라 천심도, 중심도, 대심도로 구분한다. 천심도는 지표면으

로부터 5m 이내, 중심도는 5-40m 사이 공간, 대심도는 40m 이하 깊이의 공간

을 말한다. 
273)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2021-2030), 2021, 45-46면 

참조. 
274) 스위스에서는 이미 자율주행차 기반으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지하 물류터널 

구축 프로젝트, ‘Cargo Sous Terrain(CST)’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미 법안으로 발의되어 의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2021년 11월 기준). CST 
공식홈페이지(https://www.cst.ch/)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4.)
(https://www.cst.ch/en/swiss-parliament-is-almost-there/)

275) 유현준, 공간의 미래–코로나가 가속화시킨 공간 변화, 을유문화사, 2021, 193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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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활용을 규율할 수 없다. 

2. 수평적 확장

(1) 민간 영역과 공공 영역의 구별

도시계획 법제의 규율 영역은 수직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수평적 차원의 

한계도 존재한다. 건축물의 대지를 기준으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민간의 자유에 맡겨진 영역과 구분된다. 구체적 경계는 건축의 자유 범위에 

따라 변화되어왔다. 프랑스 혁명으로 시민 계급이 쟁취한 자유로운 소유권의 

보장은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 대지 경계 안에서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다.276) 공공은 건축법적 차원에서 화재나 재해 등 공중에 대

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만 개입할 수 있을 뿐이었다.277)

산업혁명으로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하여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문

제가 심화되자 공공은 대지 안 건축선에까지 개입하여 토지 소유권을 제한

한다.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대지 안의 건축선을 지정하고, 이후 가로 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도 제한한다.278) 이후 공공의 역할이 확장되면서 건축물

의 용도, 배치, 형태를 제한하는데 이르렀다. 

형태적 규제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현재 도시계획 법제에서의 수평적 경계

는 건축물 외벽이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은 용도에 연동된 개발밀도 규제로 

전체적인 규모 범위만을 제한한다. 구체적인 건축물 설계에까지는 개입하지 

276) 조재성, 앞의 책, 19-21면 참조. 
277) 조재성, 앞의 책, 20면 참조. 
278) 1875년 독일 프로이센에서 제정되어 독일의 근대 도시계획법의 토대가 된 ｢프

로이센 건축선법(PrFluctIG)｣은 도로계획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고권을 확립하

였다. 건축선에 관한 규제가 가능해졌으나 자유주의 사조가 팽배한 시기이므로 

여전히 공공의 개입은 소극적으로 제한되었다. 김종보, 도시계획의 수립절차와 

건축물의 허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 도시계획 법제와 독일의 연방건설법

(BauGB)제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9-10면 참조; 조
재성, 앞의 책, 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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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의 개입 범위를 건축물 외벽까지 확장시킨다. 

도시 공간을 ① 건축물 대지 바깥의 보도, 차도와 같은 공적 공간, ② 부지 

내 공지와 같은 반(半)공적 공간, ③ 건축물 외벽, 간판 등 반(半)사적 공간, 

④ 건축물 내부의 사적 공간으로 나누어 반사적 공간의 설계요소까지 개입

한다.279)

(2) 건축물 내부로의 공공 개입

스마트 도시에서 공공서비스가 고도화될수록 공공이 개입하는 영역은 전

통적으로 사적 영역이었던 건축물 내부로 확장되어 간다. 예를 들어, 자율주

행 서비스의 고도화로 자율주행 배송로봇이 이용되면 최종 목적지는 건축물 

내 개별 세대로까지 연장된다.280) 이동의 기능을 소화하는 것은 도로뿐만 아

니라 건축물 내부 공간도 포함되게 된다. 실제로 정부는 다중 이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축물 위치와 형태뿐만 아니라 내부의 물리적 구조도 정밀 지도

로 구축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281) 

네이버에서 짓고 있는 로봇친화형 제2사옥을 보면, 공공이 개입하게 되는 

범위와 구체성을 짐작할 수 있다.282) 우선,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ㆍ통로 등 

로봇이 운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입구나 문 등에 턱을 없애는 등 원

활한 주행을 위한 세세한 설계기준이 추가되어야 한다. 교통서비스의 발달로 

지하, 공중으로의 진입이 활발해지면 교통계획에 맞추어 진입로가 설계되어

야 한다. 충전 공간 등 정비를 위한 공간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수시로 정보를 다운받고 업로드할 수 있는 5G망 이상의 정보통신망이 건

279)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기문당, 2020, 48면 참조.
280)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2021-2030), 2021, 45면 참조. 
281)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2030 국가 로드맵-, 2019, 18면 

참조.
282) 네이버랩스 홈페이지 2021. 8. 18.자 게시물, ｢네이버 제2사옥, 로봇을 위한 5G 

실험 본격화 눈앞｣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4.)
(https://www.naverlabs.com/storyDetail/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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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건축물 내부로의 공공 개입의 확장은 현재 도시계획의 규율 범위로는 수

용할 수 없다. 교통계획이 건축물 내부 구조에까지 연장되어 반영되고, 기반

시스템의 설치가 건축계획과 연동되게 된다. 방재, 치안 등 분야에서 공공서

비스가 스마트해질수록 건축물의 내부 구조는 도시계획과 더 긴밀하게 연결

될 것이다. 즉, 스마트 도시에서의 도시계획 법제에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일부 건축설계 요소에 개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건축계획과 더 강력

하게 결합될 것이 요구된다.

Ⅳ. 소 결 

단일한 활동을 예정한 토지의 용도에 기반하여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제한하고, 용도지역을 배치하여 공간구조를 설정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반영

된 용도를 반영하여 적절한 종류와 용량의 기반시설을 설치한다. 현행 도시

계획 법제로서는 용도를 복합화시키는 스마트 서비스의 공간 이용방식을 수

용하면 규율의 시작점이 붕괴되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대처하기 불가능한 상

황이다. 

한계는 규율 범위에서도 발생한다.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 평면적 규율 

방법은 지표면과 분리된 교통수단의 활용을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현

행 도시계획 수단으로는 도시계획적 규제가 도면에는 그려지지 않는 건축물 

내부로 확장되는 것을 반영할 길이 없다. 다음의 각 절에서는 도시계획 법제

에 발생한 한계 상황이 건축물과 기반시설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야기하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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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건축물 용도의 변화로 인한 한계 

사람들 활동의 변화가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지점이 건축물의 용도이

다. 사람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담는 공간이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토지의 

용도는 토지의 구획으로 추상적 건축허용성과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ㆍ형

태의 범위를 제공하였다면, 건축물의 용도는 그 안에 수행되는 활동의 내용

을 구체적으로 규율한다.283) 구체성에 수반되는 경직성이 스마트 서비스가 

허용하는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Ⅰ. 건축물 용도의 규율

1. 의 의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나타내는 개념이

다. 건축물의 용도 규제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작동한다.284) 첫 번째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 관점에서 주변 용도와 기반시설의 용량을 고려하여 활

동을 제한하는 도시계획 법제의 관점이다. 용도혼합을 방지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고, 주된 활동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에 적용된다.285) 

283) 건축허용성이란, 개별 필지 또는 일단의 토지를 하나의 토지단위(대지)로 상정

할 때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공법적 지위이다. 용도지역제 도시계

획은 해당 지역에 특정 활동을 위한 건축적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추

상적 건축허용성을 부여하지만, 개별 필지단위에 대한 판단에까지는 이르지 못

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다. 김종보, 박건우, 국토계획법상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건축허용성 —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 행정법연구 제

64호, 2021, 48면;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221면 참조. 
284) 건축물 용도는 이와 같이 두 가지 관점에서 규율되나 용도 분류는 ｢건축법 시

행령｣[별표1]에 규정된 분류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목적을 반영하지 못한 분류

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5장 제3절 기능적 용도 규제에서 새로운 용도 분류를 제

안하며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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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건축물의 구조, 피난 시설 등이 건축물 내 활동을 감당할 수 있

도록 건축허가요건으로 규제하는 건축법상 위험방지 관점이다. 다중이용건축

물ㆍ준다중이용건축물로 규정된 용도는 강화된 안전 기준을 적용하게 하고, 

용도에 따라 구분된 중요도계수는 구조설계기준을 정한다.286) 예를 들어, 많

은 사람이 이용할 것이 예정된 용도(극장, 경기장 등)는 건축허가요건으로 

하중을 강하게 견디는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대피할 수 

있는 피난통로 등을 확보하게 한다.

2. 경직된 용도 제한

제3장에서 각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시계획 법제에

서 건축물 용도 규제의 기초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설정한다. 각 용도지

역별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분류를 활용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 

범위를 규제한다.287) 용도지역제를 통한 건축물 용도의 규율은 해당 용도지

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던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현재

는 용도지역 지정 목적에 따라 보호 강도가 크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열거하고 낮으면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열거한다.288)289) 

285) 이재인, 건축물 분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7면 참조. 
286)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7호와 제17의2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

칙｣[별표11] 참조.
2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참조.
288) 1992년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우리나라 건축물 용도규제 방식을 불허용도를 

나열하던 것에서 허용용도를 규제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건폐율, 용적률, 
허용용도의 수준을 ｢건축법 시행령｣이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따로 결정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허용용도의 지자체 위임 사항이 대

폭 확대되었고, 1993년 ｢서울시 건축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를 규정하였다.
289) 전용ㆍ일반주거지역, 전용ㆍ일반 공업지역, 녹지지역과 같이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나열하여 규율한다. 반면, 상업지역, 준주거ㆍ준공업지역 등 

편의를 위해 시설의 입지가 비교적 자유로운 용도지역의 경우 건축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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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함께 지구단위계획도 건축물의 용도를 규율한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해당 지역의 건축물 용도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정한

다면 지구단위계획은 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지구

단위계획이 구역 내 용도지역에서 선행하여 정하고 있는 건축물 용도에 구

속되어야 하는지는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실무관행

상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을 전제로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적용되고 있어 용도지역제 규율에 구속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도 그와 같은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지위를 반영하여 규율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서 허

용되는 건축물 범위 안에서 구체적 지역 상황에 따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

다.290)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상 건축물 용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지정하고자 

하더라도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상 불허되는 용도라도 주

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용도･종류･규
모의 건축물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 있다.291) 예를 들어 제2종 전용

주거지역에 그려지는 지구단위계획이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는 허용되지만, 상업지역의 용도는 불허된다.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도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주거지역 

허용 용도 안에서만 완화되는 등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대분류를 벗어나지 

못한다.292) 즉,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해당 지역에 일률적으로 부여한 건축

물 용도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이 구역 내 개별 건축물 용도를 구체화하는 방

식으로 규제가 작동한다.

건축물을 나열하여 규제한다.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는 구체적인 범위

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290)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제3장 제8절 참조.
291)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3-2-1 참조. 
292)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3-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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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화된 활동의 반영 노력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용도가 부여된다는 명제는 건축기술의 발달로 복

수의 층을 건축할 수 있게된 때부터 흐려진 전제이다. 층별로 물리적 공간이 

구획되고, 집합건물이 등장하여 세대별로 공간이 구별되면서 한 건축물에서 

다양한 용도가 가능해졌다. 스마트 서비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리

적으로 구획되지 않은 하나의 공간에서 용도의 혼재를 가능하게 한다. 

(1) 부속용도

이와 같은 복합화 초기 단계는 건설법도 포착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는 

개별 건축물 단위로 평가되는 것이 원칙이다.293) 이에 대한 첫 번째 예외가 

부속용도이다. 부속용도는 주된 용도가 기능하는데 필수적인 용도로, ①건축

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②사무, 작업, 집

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③구내식당ㆍ직장어

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등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3호). 부속용도를 

허용하면 한 개의 건축물에 복수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지만, 이는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 원활하게 기능하게 하기 위함이고, 해당 용도가 주된 용도일 때

보다 규모 등이 작아 토지이용에의 영향력이 작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부속

용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속용도의 입지는 주용도보다 유연하게 인정

된다. 즉, 부속용도가 당해 필지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라 할지라도 주용도

가 허용된다면 허용될 수 있다.294)

(2) 복합용도

두 번째 예외는 복합용도이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용도의 복합화의 초

293) 김종보, 앞의 책, 49면 참조.
294) 김종보, 앞의 책, 50-5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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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단계의 형태로, 복수의 용도가 층 또는 구획별로 구분되는 공간에서 행해

지는 경우 공간을 구분하여 용도를 부여한다.295) 각각의 용도가 모두 해당 

필지의 용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부속용도보다 제한이 있다(건

축법 제19조의2 제2항).

(3) 복수용도

스마트 서비스와 관련된 개념은 복수용도이다.296) 하나의 공간을 탄력적으

로 사용하기 위하여 2016년 도입된 제도로,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는 공간

에 복수의 용도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복합용도와 구별된다.297) 

복수용도가 예정하는 상황은 하나의 공간이 2개 이상의 용도로 설정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언제든 합법적으로 공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동시에 복수

로 이용할 수 있다.298) 예를 들면 평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와 카페로 

이용하고, 일요일에는 교회로 사용되는 형태이다. 인정된 복수용도의 예로는 

자동차관련시설군의 용도인 자동차 검사장과 정비공장, 근린생활시설군 내에

서 체력단련장과 휴게음식점 등이 있다.299)

복수용도 또한 각각의 용도가 모두 해당 필지의 용도제한에 부합하여야 한

다는 점에서 부속용도보다 제한이 있다.300) 더 나아가 각각의 비슷한 용도를 

모아둔 시설군301) 내에서만 허용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

으로 허용된 경우에만 다른 시설군간의 용도가 복수로 허용될 수 있다.302)

295) 김종보, 앞의 책, 50-51면 참조.
296) ｢건축법｣ 제19조의2 참조.
297)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용도변경의 의의｣100문 100답 중 건축물 복

수용도 관련 질의응답(2021. 10. 15. 기준 작성) 참조.
298) 김은희 외,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2021, 4면 참조. 
299) 김은희 외, 건축물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복수 용도 인정 기준 개선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2021, 20면 참조. 
300) ｢건축법｣ 제19조의2 제2항 참조.
301) 건축물 용도 시설군 분류(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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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화 이전에는 주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시설들이 정해

져 있었다. 업무를 위해서는 사무실 집기와 사람들이 모일 회의실 등이 필요

하고, 학교서비스를 위해서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교실, 칠판 등

이 필요했다. 주거를 위한 공간에 이러한 시설들을 갖출 수 없었으므로 공간

은 분리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스마트 기기 하나로 대체되고 있다. 온

라인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회의가 진행되고 수업이 이루어진다. 활동

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 시설은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외부와 구별된 공간뿐

이다. 활동이 혼화되는 양상은 스마트 기기의 물성이 사라질수록, 스마트 서

비스가 다양해질수록, 가상공간과 실제 공간의 체험성의 차이가 줄어들수록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영업

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교육 

및

복지

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老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전기

통신

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근린

생활

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외)

문화

집회

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주거

업무

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302) ｢건축법｣시행규칙 제12조의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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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계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므로 스마트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가능한 활동의 종류도 다양화된다. 데이터 층에 분류된 데이터의 활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영업형태를 창출

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군이 수용하지 못하는 형태의 용도를 발생시키고 있

다. 물류센터처럼 기존의 용도 분류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용도가 산업 전반

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동 작업공간, 협업이 가능한 오피스 공간, 팝업스토어 등 유동적이고 가

변적 형태의 건축물이 등장한다. 최근 개인 주택을 숙박시설로 임대해주는 

에어비앤비(Airbnb) 또한 데이터 층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이용되는 새로운 

건축물의 활용이다. 에어비앤비(Airbnb)를 예로 들어보면, 숙박공유서비스는 

건축물 용도에 반영되어있지 않다. 그러므로 주거공간의 숙박공유시설로서의 

운영을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인지할 수 없다. ｢관광진흥법｣상에서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으로의 활용으로 규제된다(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

호 바목). ｢관광진흥법｣상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하지 못하는 숙박공유

시설의 경우는 불법영업이 되고, 건설법을 비롯한 어디에서도 불법영업장이 

통제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303) 

Ⅱ. 용도의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

확장되는 활동을 담아내지 못하는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지금 수준의 기

능 변화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제3장 제3절에서 확인했던 물류센터가 그 

예이다. 물류센터는 건축물 용도 분류상 ‘창고시설’로 규정되어 있지만 ‘창고

303) 관광진흥법상 숙박공유시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제공되어야 하고, 제공가능

한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로 제

한한다. 내국인을 상대로하면 불법이 되고,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제

공하면 이것 역시 불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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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한 활동에서 빠르게 벗어나고 있다. 그에 따

라 건축물 용도로 규율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 건축법상 위험방지와 도시

계획 법제상 합리적인 토지이용에서도 실패가 발생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창고시설’ 용도를 예로 실패지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1. ‘창고시설’ 용도의 변화

판매시설의 기능과 본질적으로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물류센터의 유통활

동 내용이 변화하였지만, 물류센터는 여전히 ｢건축법｣상 보관 기능 중심의 

창고시설이다.304) 동법의 용도 분류에 따르면, 창고시설은 물품저장시설로서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말한다. 열거된 개별 시설들을 보아

도, 창고시설 용도가 물류 영업법제와 괴리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분류의 체

계도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확장된 물류시설의 기능을 담아내지도 못하기 

때문이다.305) 

우선, 하역장은 물류시설법 분류상 창고 또는 물류터미널에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고, 독립적인 시설 분류로 규정된 곳은 건축물 용도 외엔 없다. 집배

송시설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시설로 물류시설법상으로는 물류창고의 일

환이다. 또한, 창고에 “물품저장시설로서”라는 단서를 달아 물류창고가 수행

하는 유통을 위한 부가 기능들을 배제하고 있어 실제 건축물이 수행하는 기

능과 건축물 용도분류간 간극이 심화되고 있다. 

건축물 용도 분류 개정이 어느 정도 빈도로 이루어졌는지 보면 용도 분류

304)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8호 참조.
30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

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

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집배송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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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기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창고시설은 ｢건축

법 시행령｣에 용도 분류가 신설된 1978년부터 존재한 용도이다.306) 총 32개

의 시설로 분류되어 있었는데, 창고시설이 그 중 하나였다.307) 그 당시 창고

시설의 세부용도는 “창고”와 “하역장”이었다. 

1970년에 제정되어 1991년에 폐지된｢창고업법｣규정을 보면 건설법제에서 

생각한 “창고”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우선, 창고를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

을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 등이라 정의하여 사람이 상주하는 ‘건축물’이라

는 개념조차 없었다.308) 창고의 기능도 물건의 품질을 유지하며 보관하는 것

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창고업자의 주요 의무로 임치의무만이 규정되어 

있고, 창고업의 허가기준도 (재정적 능력 증명 외에) 임치 물건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위치ㆍ구조ㆍ설비를 갖추었는지로만 판단한다는 점에서 명

확하게 드러난다.309) 주로 농촌에 위치하여 쌀 수급을 조정하던 쌀 보관창고

가 대표적인 것이었다. 

“하역장”은 1970년대 공산품 수출로 고도 성장기를 영위하고 있었던 상황

을 배경으로 한다. 1970년대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국가

기간산업의 기조가 변화하면서 포항, 울산, 창원 등에 임해산업단지들이 들

어서던 시점이다.310) 그러므로 항만의 선적에서 물건을 내려 내륙 교통수단

에 싣고, 내륙 교통수단에서 내린 물건들을 선적에 싣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하역장이 물류의 주요 시설이 되었다. 

306)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9193호, 1978. 10. 30. 일부개정) [별표] 참조.
307)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근린운동시설, 종교시설, 노유

자시설, 의료시설, 교육 및 연구시설,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판매시

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위락시설, 공장, 공해공장, 경도공해공장, 작업소, 자동

차 관련시설, 동물관련시설, 장의관련 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진애 및 

오물처리장, 운동시설, 교정시설, 군사시설, 공항시설, 촬영소, 공원시설, 유원지 

시설
308) 법 제2조 제1항 참조.
309) 법 제4조 및 제6조 참조.
310) 국가기록원 산업단지개발 정책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4.)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ustry/special1970.do)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ustry/special197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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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통수단간 물건을 내리고 싣는 하역작업은 거의 모든 물류시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역장은 기본으로 갖추는 공간이지 이를 독립하여 별도

의 시설로 칭하지 않는다.3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고와 더불어 하역장이 창

고시설의 세부시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물류에 대한 인식이 항만

에 집중되어 있었고, 항만에서는 컨테이너들을 적치하고 운반하는 하역작업

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능만을 독립하여 부른 것으로 추측된다.312)  

이렇게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세부용도는 2009년까지 유지된다. 2009. 

7. 16. 비로소 개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때 처음 개정된 세부용도가 현재까

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등록되어 있는 물류창고는 전국

적으로 89개로 2020년 728개 기준으로 8분의 1 수준이고, 택배물동량은 

2020년 34억박스의 3분의 1도 안 되는 10억 박스정도가 유통되던 시절이었

다.313) 규모 측면에서 현재의 물류서비스에 비하여 영세하며 기능 또한 전문

적으로 분업화되지 못했다.

더 중요한 점은 2009년이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하던 시점이라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는 것이 더 보편적이었으며, 컴퓨터로 온라인

쇼핑하는 것이 이제 막 늘어나던 시절이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상거

래의 거대 플랫폼 업체의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재와 비교하였을 때 물

류 서비스의 내용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으리라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현재 건설법제상 창고시설 용도는 물류 서비스의 변화를 반영

하고 있지 않다. 각 분야에 산재되어 있던 물류 관련 영업법제들, 예를 들어

｢창고업법｣, ｢유통산업합리화촉진법｣, ｢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

법｣ 등은 효율적인 전체 물류체계 구축의 움직임에 맞추어 ｢물류정책기본법

311) 운송수단이 교차되며 하역작업이 강조되는 물류시설을 별도로 “물류터미널”이
라 부른다. 현재 항만시설에도 “하역장” 대신 “물류터미널”이 포함되어 있다(｢
항만법｣제2조 제5호 나목).

312) 처음으로 내륙 물류를 관리한 ｢화물유통촉진법｣은 1991년에야 제정되었다.
313)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통계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5.)

(https://www.nlic.go.kr/nlic/parcelServiceLogistics.action)

https://www.nlic.go.kr/nlic/parcelServiceLogistic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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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물류시설법｣으로 정비되었는데 반해, 건설법제상 창고시설은 영업법제

에 드러난 물류시설들을 단편적으로 열거할 뿐이다. 물류서비스의 변화로 개

별 시설 안에서 용도가 변화하고 융합되는 과정을 놓치고 있다.

2. 합리적 입지조건

물류센터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는 물류과정에서 단순히 보

관의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보관 중인 제품

을 분류 ㆍ포장하여 소비자에게 효율적으로 배송하는 시설로 진화하고 있

다.314) 모든 제품이 아닌 수요가 높은 제품을 위주로 보관하며, 가능한 최종 

가공단계까지 수행하여 최대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첨단 시설이다.315) 

‘창고시설’ 용도가 쌀 보관창고에서 고부가가치 첨단시설로 변화하였는데, 

도시계획 법제에서는 여전히 보관 기능 중심의 창고시설로 유통 활동을 규

율하고 있다. 활동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건축물의 용도로는 토지의 합리

적 이용을 위한 입지조건을 추출하고 다른 활동과의 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 

물류센터에 적합한 건축허가요건을 도출할 수 없고,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하

는 인근 활동을 규정할 수 없다. 유통상업지역의 규율만 보아도 주거지와의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물류센터의 움직임을 담지 못한다.

(1) 창고시설의 입지

연혁적으로 보면 창고시설은 주거지역에 건축될 수 없는 건축물로 규정하

기 위해 탄생한 건축물 용도이다. 건축물 용도에 관하여 최초로 규정한 제정 

｢건축법｣을 보면, 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로 ‘창고업을 경영하

는 창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316) 이는 창고를 공업시설에 부속한 용도

314) 조영재, 물류부동산의 시공간적 특성과 공급요인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19. 8., 6-8면 참조.
315) 장성기, 물류관리론, 두남, 2014, 2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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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하여 위생상 유해성 등을 이유로 공업지역 안에서만 허용하였던 조

선시가지계획령의 관점을 따른 규정으로 보인다.317) 

창고의 입지가 공업지역에서 벗어난 시점은 농촌 근대화를 목표로 새마을

운동이 시행되었던 1970년대이다. ‘1마을 1창고’ 구호에 맞추어 마을마다 곡물 

보관을 위한 공동 시설로 창고가 설치되었고 이는 곧 건설법제 창고 규율에 

반영되었다.318) 공장의 부속시설로서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없었던 창고에 읍

ㆍ면의 농산물 보관창고는 제외하는 예외가 추가되었고, 생산녹지지역과 자연

녹지지역에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규정되었다.319) 창

고의 입지가 명시적으로 제한되던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되던 농산물 보관창고는 축산업ㆍ수산업 보관창고와 같이 1차 산업에 부수되

는 창고 전반으로 확대된다.320)

창고의 입지가 변화한 것은 보관 기능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객체가 변화한 

데서 오는 것이었다. 도로나 상수도, 전기와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는 

정도, 유해물질 배출량, 출입 교통량 등에서 공장의 부속시설로서의 창고보다 

현저히 적었기 때문이다. 창고가 부속해 있는 주된 시설(공장)의 영향으로 판

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관 물품을 기준으로 보관 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사용량, 시설 기준 등이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즉, 창고가 보관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건축물이라 인식된 것은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농산물 보관 창고가 전

316) 주거지역에서 창고와 함께 건축이 불허된 다른 건축물들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화약류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건축물, 소음이 심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

는 극장, 무도장 등이었다(건축법[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별표의1]). 
317) 조선시가지계획령[조선총독부제령 제18호, 1934. 6. 20. 제정] 제18조

①공장･창고 기타 이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규모가 큰 것 또는 위생상 유해 또

는 보안상 위험의 우려가 있는 용도로 제공하는 것은 공업지역 안이 아니면 건

축할 수 없다.
318) 정갑진, 1970년대 한국 새마을운동의 정책경험과 활용, 한국개발연구원, 2009, 

30면 참조.
319)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742호, 1977. 11. 10. 개정)｣[별표2] 제6항, [별표8] 

제1항, [별표9] 제5항 참조.
320)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06호, 1990. 1. 18. 개정)｣[별표2] 제12항, [별표

10] 제6항, [별표11] 제11항, [별표12] 제15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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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등장하며 시작되었다.

현재 도시지역 내 창고시설 입지는 1970년대 이후 이어져 오던 큰 틀에서 

이루어진다. 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상업과 공업지역에

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녹지지역에서는 농업용, 입업용 등 1차 산업 관

련 창고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주거지역 중 주거의 평온을 강하게 

보호하는 주거전용지역에서는 창고시설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불가하다. 조례

상 예외도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창고시설이 인정되는데,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규모 제한을 받는다. 준주거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창고시설의 입지

가 허용되며, 예외적으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창고시설의 건축이 제한

된다.

상업지역은 창고시설의 건축이 자유로운 지역이다. 다만 밀도 높게 토지를 

이용하는 중심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 가까운 근린상업지역에서 조례가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창고시설의 건축이 제한될 수 있다. 공업지역은 

예외 없이 창고시설의 건축이 허용된다. 녹지지역에서는 농업용, 임업용 등 

1차 산업 관련 창고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 경우 역시 4층 

이하의 규모 제한을 받는다. 예외적으로 생산녹지지역에서 농산물 외 물품보

관 저장시설로서 창고가 허용되며,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산물보관 외 창고뿐

만 아니라 집배송시설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에서 가장 창고시설 입지에 열려있는 곳은 계획관리

지역이다.321)322) “4층 이하”라는 규모적 제한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창고시설

321)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6조). 이 중 계획관리지역만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과 함께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이고, 나머지는 모두 녹지지역과 함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

이다(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1호 가목).
322) ｢건축법｣에서 규정하던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은 2000년에 구 ｢도시계획법｣이 

넘겨받았는데, ｢도시계획법｣은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도시지역 외 국토공간을 규율하던 구｢국토이용관리법｣과 통합되었다. 
구｢국토이용관리법｣은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에서의 건축행위에 큰 관심이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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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이 허용되고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농업용 

등 1차 산업 창고시설 외의 창고시설이 제한된다. 나머지 관리지역과 농림지

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용, 임업용 등 1차 산업 관련 창고에 한하여 허용

되고, 이 역시 4층 이하의 규모 제한을 받는다.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어

떤 창고시설도 허용되지 않는다.

(2) 창고시설의 입지 규제 한계

도시계획 법제에서 일률적으로 하나의 용도로 창고시설을 규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입지 차원에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

다.323) 첫 번째는 생산자재나 생산품을 저장하는 기능이 주된 “저장형 창고”

이다. 저장형 창고는 공장 부속시설로서의 창고와 1차 산업 관련 창고로 나

뉜다. 공장 부속시설로서의 창고는 자재를 수급하고 제품 수불(受拂)이 이루

어지는 보관시설로 공장에 필수적이다. 공장의 필수 시설의 기능을 수행하

고, 부피가 큰 자재나 대량의 제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넓은 면적을 요구하므

로 대개 공업지역에 위치한다. 

농업용, 임업용, 수산업용, 광업용 창고 등 1차 산업 관련 창고는 각 1차 

산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므로 도시지역 용도지

역에서는 녹지지역, 도시지역 외에서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한 관리지역

ㆍ농림지역에 위치한다. 곡물, 목재 등을 단순 보관하는 기능에는 요구되는 

기반시설이 적고 교통량 유발이 크지 않은 점이 함께 고려되었기 때문에 보

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유통 기능이 주된 “유통형 창고”이다. 생산물을 단순히 저장하

으므로 창고시설에 관한 구체적 규율을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밀도로 규율되

던 도시지역 외 국토 공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

이 되고,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 내의 행위 제한도 구체화되면서 창고시설도 규

율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323) 옥선종ㆍ추창엽, 물류론, ㈜영풍문고, 1997, 560-565면에서 창고를 “유통창고”와 

“공장창고”로 구분한 것을 참조하여 “저장형 창고”와 “유통형 창고”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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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저장형 창고는 생산지에 가까운 곳에 입지하였다면, 유통형 창고는 전통

적으로 두 가지 방향, 즉 생산지역에서 물품을 운송 받고, 도ㆍ소매점까지 

운송하는 측면에서 접근성을 모두 고려하여 그 중간지역에 위치하여 왔

다.324) 제품을 적재하기 위한 넓은 면적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지가가 높은 

상업지역은 입지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었다. 또한, 생산지와 소비지 양 방

향의 접근성을 효율화하기 위해 인터체인지에의 접근성, 대형화물트럭이 접

근할 수 있는 도로시설 등을 고려하였다. 그에 따라 창고시설의 경우 도심지

보다는 도시 외곽의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25) 

단일한 창고시설의 기능이 이분화되고 입지도 그에 따라 구분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용도로 규율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같은 

한계는 유통형 창고가 스마트 물류서비스로 인해 기능이 첨단화되면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미 물류센터들이 배송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하여 도

심지로 접근하면서 다른 종류의 입지조건을 요청하고 있다.326) 기능이 다른 

건축물을 하나의 용도로 규율하게 되면 각 기능별로 요구하는 합리적 입지 

조건을 반영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가 도시첨단물류단지이다. ｢물류시설의 개

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첨단화된 유통형 창고의 적절한 입지를 마련하

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부지 및 인근 지역, 노후화

된 유통업무설비 부지 및 인근 지역 등을 정비하여 개발하는 방법을 규정하

고 있다.327)(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 외에도 개별 물류센터를 위해 공

영 주차장ㆍ공공 청사ㆍ공원 등 도심 내 유휴 공간의 개발이 검토되고 있

324) 臼井秀彰ㆍ田中彰夫 저ㆍ성균관대학교 SSK팀 역, 물류센터 & 물류관리, 도서

출판 서훈, 2013, 28면 참조.
325) 臼井秀彰ㆍ田中彰夫 저ㆍ성균관대학교 SSK팀 역, 앞의 책, 28면 참조.
326) 2012년 1,600여 개에 불과했던 물류센터는 2021년 현재 4,600개를 넘어섰고,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경기도만 살펴보면 그 증가세가 더욱 가파르다. 서울 

안에서도 김포, 양재 등 주거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첨단 물류센터가 건축되고 

있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물류통계 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5.) 
(https://www.nlic.go.kr/nlic/parcelServiceLogistics.action).  

3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2, 제22조의2 참조.

https://www.nlic.go.kr/nlic/parcelServiceLogistics.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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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28) 이와 같은 움직임의 한계는 새로운 물류시설군을 마련하여 공공 주도

의 개별 개발사업으로만 검토되고 있을 뿐 도시계획 법제와의 호환은 제대

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입된 새로운 시설은 건축물의 용도 분

류에 반영되지 않고, 그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따라 입지를 규제하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3. 위험방지 기능

물류센터에서는 건축법이 창고시설에서 이루어지리라 예정하고 있는 기본

적인 보관, 하역 등의 기능보다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상하는 

상주인구보다 많은 인원이 머무르고 있다. 잦은 물류센터 화재 사건은 이미 

｢건축법｣이 건축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의 변화를 따라잡는 데 어려움

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329) 창고시설 용도는 유통기능이 결합되어 수

많은 직원이 상주하는 판매시설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전히 허가요건은 농

업용 곡물 보관창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건축법｣은 여전히 창고시설

을 전기, 수도 등을 별로 사용하지 않아 기반시설 사용량이 많지 않고, 관리 

인원이 많지 않은 건축물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창고시설과 판매시설의 위

험방지요건 차이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1) 창고시설의 건축허가요건

｢건축법｣상 판매시설은 다수의 근로자, 소비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이 점이 

위험방지요건을 위한 건축허가요건에 반영되어 있지만, 창고시설은 그렇지 

않다.330) 예를 들어, 판매시설은 직통계단 및 피난계단을 설치할 의무가 있

328)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제5차 국가물류 기본계획(2021-2030), 2021, 65면 및 

112면 참조.
329) 한국일보 2021. 6. 21.자 기사, ｢우후죽순 물류센터…화재 잦고 큰 불로 번지는 

이유 있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0165700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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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건축물 바깥으로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331) 반면, 창고시설은 연면

적이 5,000m² 이상인 경우에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정도의 피난 요건만 마련되어 있다.332)

내진설계도 건축구조기준상 창고시설이 판매시설(연면적 5,000 m2이상)보

다 중요도가 낮게 분류되어 있어 완화된 기준으로 규율된다.333) 판매시설에 

속해 있던 유통을 위한 기능이 유통형 창고에서도 이루어지면서 창고시설에

서도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건물도 고층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법상 위험방지요건은 여전히 저장형 창고 기준에 머물러있다.334)  

(2) 인증기준을 통한 규제

첨단화된 유통형 창고의 기능은 건축허가요건 대신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

기준에 반영되어 있다. 스마트물류센터란 스마트화에 따른 물류센터의 유통 

기능 확장에 따라 도입된 물류창고의 한 종류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증으

로 인정된다.335) 이 인증과정에서 구조적 안정성 평가항목이 시설기준으로 

작동한다. 전체 평가 총점 1000점 중 100점이 구조적 성능에 배분된 점수이

며, 여기에서 바닥의 재질, 하중설계, 층고 및 기둥 배치구조, 온도ㆍ공조ㆍ

330) 판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이 5,000m²이상인 판매시설은 “다중이용 건축물”, 
1,000m²이상인 판매시설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된다(｢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제17호 및 제17호의2). 창고시설은 각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331) ｢건축법 시행령｣제34조, 제35조 제3항 및 제5항, 제39조 참조.
332) ｢건축법 시행령｣제39조 참조.
333)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 8면, 건축구조기준(KDS 

41) 총칙 7-8면 참조.
334) 서울시와 분쟁을 겪고 있는 하림의 양재 첨단물류센터 계획안을 보면, 대지면

적 9만4949.1m², 연면적 140만7,913m² 규모에 용적률은 799.9%에 달한다. 창고

시설이 통상 넓은 면적의 저층 건물의 형태에서 도심부 고층 건물의 형태로 변

화하고 있다. 매일경제 2021. 8. 18.자 기사, ｢하림 양재물류센터 인허가 청신

호…감사원 “서울시 규제 과도해”｣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4.)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8/800854/)

3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5조의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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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등 작업환경, 방화ㆍ내진ㆍ소방대피시설ㆍ안전사고 관리 등의 안전관리 

구조가 평가된다.336)

건축허가요건으로 규율되어야 할 구조적 안정성이 인증기준으로 규제되면,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연적으로 공백이 발생한다. 인증 신청을 하지 않는 물

류센터는 통제되지 않고, 인증 신청을 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 요건을 밀도 

있게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건축물의 안전성 요건이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건축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적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는 대신 장기적으

로 인건비 등 절감에 보탬이 되는 각 물류 과정의 첨단 장비, 정보시스템 등

에 집중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높은 등급의 인증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포기하고 투입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선택

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인증기준에 의한 우회적 규제가 계속되면 스마트화

된 물류센터의 기능과 건축물의 구조적 간극은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336) 낙후된 물류센터를 첨단화하고 첨단 물류센터 신축을 위한 민간투자를 유도하

기 위한 제도로,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을 얻으면 건축 또는 첨단ㆍ자동화 설비

를 구축하는 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물류시설법 제21조의7). 이 인증

과정에서 물류기능이 얼마나 스마트화되었는지는 기능영역에서 평가되고, 이 기

능을 담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은 기반영역에서 검토된다(물류시설법 시행규

칙 제13조의2 제1항). 
총점 1000점 중 기능영역(600점)과 기반영역(400점)의 합계로 스마트물류센터의 

등급이 평가된다. 기능영역은 전체 ①하차 및 입고, ②운반 및 적치, ③보관 및 

재고관리, ④피킹 및 분류, ⑤검품ㆍ검수 및 포장, ⑥상차 및 출고 과정이 얼마

나 첨단화ㆍ자동화되었는지 각 과정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된다. 기반영역은 건

축허가요건과 관련 깊은 ①구조적 안정성(100점), 친환경, 고효율 등을 평가하는 

②성과관리(100점). ③정보시스템(200점)이 평가된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등급은 1000점 만점에 950점 초과면 1등급, 850점 초과 

950점 이하면 2등급, 750점 초과 850점 이하면 3등급, 650점 초과 750점 이하

면 4등급, 550점 초과 650점 이하면 5등급으로 부여된다. 등급별로 지원하는 금

리가 다르게 책정되는 등 인센티브의 내용이 달라진다.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nlic.go.kr/)의 센터소개 내 공지사항 

300번 게시물(2021. 7. 27. 등록),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안내｣참조.
(최종접속일자: 2021. 12. 5.) 
(https://www.nlic.go.kr/nlic/board0010.action)

https://www.nlic.go.kr/
https://www.nlic.go.kr/nlic/board0010.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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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소 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특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 건축물 용도 개념 

또한 희석시키고 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법에서 규율하는 안전구조, 도시

계획법상 토지이용 관계를 규율하는 데 건설법제가 의존해온 핵심 개념이다. 

물리적 공간과 활동의 관계를 고정된 값으로 전제하고 규제한 도시계획 법

제는 연결성에 따라 요동치고 있는 실제적 활동을 인지할 수 없다. 실제 건

축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규율의 

공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건축적 이용 통제를 불능에 이르게 한

다.

우선, 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적의 입지를 선택하여 효율적인 토지의 이용

을 도모하는 도시계획의 근본적 목적을 저해한다. 주변 활동과의 관계를 예

측할 수도 없고, 이를 연결하는 도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의 배치

도 불가능하게 한다. 단일한 활동을 기준으로 하는 건축물 용도는 행정주체

에게 점점 더 실질과 다른 토지의 이용을 인지하게 할 것이고, 이는 도시관

리의 심각한 비효율로 이어질 것이다. 

더 나아가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 2021년 6월, 소방관의 목숨을 앗아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

재는 건축법이 변화한 창고시설의 이용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참사이다. 

물류센터를 많은 근로자가 상주하는 건축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물 

자체적으로 냉ㆍ난방 시스템이나 환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 자동화 

설비로 24시간 수많은 전기장치가 돌아가는 데 더하여 근로자들을 위해 따

로 냉ㆍ난방기가 가동되었고, 쉽게 누선ㆍ합선을 유발하는 상당한 양의 먼지

가 쌓이면서 비극이 일어났다. 변화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위험방지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이러한 재난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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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건축물 형태의 변화로 인한 한계

건축물 용도의 복합화는 건축물 형태 규율의 한계로 이어진다. 용도만으로

는 더 이상 적절한 개발밀도를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물리

적 형태에도 변화의 압력을 가한다. 스마트 서비스로 인해 새롭게 수행되는 

활동은 건축물의 물리적 구조도 새로운 서비스에 맞게 변화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특히, 교통서비스의 변화는 사람들의 이동 방식을 반영한 건축물의 

형태 규제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Ⅰ. 건축물 형태의 규율

건축허가요건은 개별 건축물의 건축계획에 반영되어 건축물의 개략적 형

태를 결정한다. 허가요건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성되므로 건축허가요

건 역시 근거법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그 내용을 구성한다. 건축법상 건축허

가요건은 위험방지 요건을 물리적 시설의 기준으로 구체화하고, 도시계획 법

제상 건축허가요건은 주변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을 반영하여 개략적 개발밀

도를 결정한다. 더 나아가 영업법제상 사업자 등록 또는 영업허가를 위하여 

요구하는 물리적 시설기준은 숨어있는 건축허가요건으로 작용하여 건축물의 

형태를 구성한다.337) 

1.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

건축법상 건축허가요건이 용도와 연동되어 위험방지를 위한 물리적 구조

를 갖추게 함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건축허가요건은 구조적 안전, 내화구조

를 갖추고 피난요건(직통계단, 피난계단 등), 위생요건(채광, 환기 등)을 갖추

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수적인 건축설비를 갖추게 한다.338) 상ㆍ하

337) 김종보, 앞의 책, 106-109면 참조. 
338) ｢건축법｣제2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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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열ㆍ전기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등과 같은 기반시설들이 건축설비로 

건축허가요건에 반영되어 건축물과 연결된다. 

2. 도시계획 법제상 건축허가요건

도시계획 법제상 건축허가요건이 주변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을 반영하여 

용도별로 개발밀도를 결정한다는 것도 앞에서 확인하였다. 그 중에서도 도로

의 이용관계는 건축물의 외관 형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보행에서부

터 차량의 이용까지 건축물의 출입방식이 건축계획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건축물에 접해 있어야 하고, 도로에 접한 출입구가 

존재하여야 한다.339) 

지구단위계획은 구체적인 설계요소를 포함하여 건축물에 이동방식을 반영

한다. 사람들의 보행은 대지 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거나 건축물 1층에 

쇼윈도우 등을 설치하게 한다.340) 효율적인 보행 동선을 위하여 건축물 지하

에 지하철 출입구, 지중화 시설 등이 연계되어 설치되기도 한다.341) 차량의 

이용은 건축물 내에 주차공간, 차량 진입로 등을 포함시킨다.342) 

3. 영업법제의 시설기준

건축물의 물리적 구조를 결정짓는 허가요건이 건축법과 도시계획법령들에 

의해서만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업법제의 시설기준 또한 건축물의 형태를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

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

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

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339)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건축법｣제44조 제1항).
340)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6-10 참조.
341)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기문당, 2020, 150면 참조.
34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6-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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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한다. 영업이 건축물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므로 영업의 제공을 위해 필요

한 물리적 시설기준이 영업법에서 같이 규율된다. 예를 들어, 제3장에서 살

펴보았던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관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

천 m² 이상이어야 하고, 대규모점포 영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각 상품판매

ㆍ지원시설의 바닥면적의 합이 3천m² 이상이어야 한다.343)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에 맞추어 구조와 설비가 설치되어야 한다. 침구, 놀이기구를 갖춘 보육

실, 보육 정원에 적정한 놀이터뿐만 아니라 유아용 변기, 미끄럼방지장치가 

되어 있는 화장실 바닥, 화상을 입지 않도록 온도 조절과 고정이 가능한 수

도꼭지 등까지 세부적인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다.344) 

부설주차장 기준도 영업의 내용에 따라 달리 규정되어 있다. 용도별로 교

통량 유발 정도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면

적을 정한다.345) 예를 들어, 유흥주점, 유원시설 등 차량이용객이 많은 위락

시설은 시설면적 100m²당 1대의 비율로, 학생용 기숙사나 데이터센터처럼 

차량을 이용하는 인원이 적은 건축물의 경우엔 400m²당 1대 비율로 주차공

간을 확보해야 한다. 

Ⅱ. 형태 결정요인의 변화로 야기되는 문제

1. 위험방지 기능

건축물 용도 분류의 경직성에서 연장된 한계이다. 스마트 서비스로 건축물

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의 내용이 달라지면서 위험의 발생 요인도 다양해진다. 

제2절에서 살펴보았듯 농업용 곡물 보관창고를 기본으로 하는 ‘창고시설’ 용

도는 물류센터의 기능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여 위험방지 기능을 적절하게 수

34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 제1항 제호; ｢유통산업발전

법｣[별표] 참조.
34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참조.
345)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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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지 못하고 있다. 유통기능이 결합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상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관기능이 주된 창고를 위한 위험방지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로 발생 가능한 위험의 종류도 다양해질 것이다. 단순히 화재, 

붕괴뿐만 아니라 전력 셧다운, 정보통신망 해킹 등도 점점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가고 있다. 자동화된 출입시스템, 엘리베이터 등이 보

편화된 현재의 수준에서도 정전 등 건축물 기능 정지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

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 전력시스템에 의존도가 높아지고 연결이 고도화되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인은 곳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현재도 변화하는 위험방

지요건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건축법이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종류의 위

험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기란 쉽지 않다. 

2. 교통시설과의 연계

스마트 교통서비스가 상용화되면 보행동선, 차량의 진ㆍ출입을 고려하여 

결정된 건축물의 형태가 직접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스마트 플랫폼 교통서비

스로 인해 보행동선이 줄어들면 보행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조성한 1층부 전

면의 용도와 형태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통행방식의 변화도 영향을 미친다. 

미리 스마트 기기로 동선이 예정되어 있거나 이용자의 위치로 상품이나 서

비스가 배달될 경우, 1층부에 집중된 상업시설 공간, 쇼윈도 등의 위치와 형

태도 다양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보행 동선을 계획하기 위해 주변 건축물과 대중교통시설, 공원 

등을 위주로 고려하였는데, 스마트 서비스가 고도화되면 점점 연계하여야 할 

요소들이 많아진다. 한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복합화된 활동은 목적지가 다

양한 보행동선을 만들고, 다양한 교통서비스는 동선에 변수를 만든다. 교통

계획과 긴밀하게 연계하지 않고서는 실제와 다른 보행 동선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실질과 다른 내용이 건축계획에 반영되게 할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 변화를 야기할 서비스는 자율주행과 드론이다. 자율주행

차량의 경우 부설주차장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건축물 형태에서 주차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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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시킬 수 있다. 건축물 이용자는 차량을 직접 주차할 필요 없이 건축물 

앞에서 내려서 출입하므로 주차장 진입로 대신 승ㆍ하차 공간을 건축허가요

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자율주행로봇이 지하 물류터널 등으로 건축물에 접

근할 수 있도록 통로, 정보통신시설 등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드

론은 우리가 이제껏 생각하지 못한 고도에서 건축물의 사용을 만들어낸다. 

공통적으로 드론의 이ㆍ착륙 공간이 기반시설로 요청될 것이고, 정류장, 환

승시설 등이 건축물 옥상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될 것이다. 

즉, 교통수단의 통행방식이 다양해질수록 건축물 설계시 고려해야 하는 사

람들의 이동방식도 다양해진다. 사용하는 공간의 물리적 구조가 달라지고, 

건축물에 진입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특히 건축물의 지하 또는 공중에서 진

입하는 교통수단은 통행 노선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 활용이나 높이 등을 제

한한다. 설치된 건축물은 다시 교통수단의 통행 노선을 제한한다. 교통계획

과 건축계획이 현재보다 긴밀하게 연계되지 않으면 스마트 교통서비스는 그 

시행조차 쉽지 않을 것이다. 

3. 복합화된 활동의 수행

건축물의 형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건축된다. 그러

므로 사람들이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예정한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면 실제 활동과 건축물 구조의 충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불과 5년 

전만 해도 주거 공간인 아파트에서 이처럼 많은 택배의 상ㆍ하차가 일상적

으로 이루어지리라고는 예측하기 어려웠다. 공원형 아파트단지에서 기존 택

배차량은 지상으로도, 지하주차장으로도 진입할 수 없다는 점이 아파트 설계

에 유통기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택배를 보관하는 공간도 분명하지 않다. 현재는 직접 대면하여 택배를 수

령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물품을 집 앞에 두고 가고 있다. 공동주택에서 

세대 밖의 복도는 공용공간에 해당하므로 공용공간을 암묵적으로 화물 임시 

보관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명시적인 지침 없이 이와 같이 이용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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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으로 자리 잡았지만, 화물의 분실이 문제가 된다든지 화재발생시 대피 

등에 문제가 된다면 보관 공간 부족문제는 당면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처럼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복합화되면 건축물의 물리적 구조에 반영되어

야 할 시설기준도 복합화된다. 

스마트 도시에서 데이터 층을 통한 연결은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 서비스

를 다양하게 만들어낸다. 수집되는 데이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새로운 영업 형태가 신설되기도 하고, 기존의 영업 활동이 다른 

활동과 융합되기도 할 것이다. 영업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 기준 또한 

기존 형태와 다른 차원에서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론을 사용하기 위

하여 건축물에 드론 통행 공간이 요구된다거나 동시에 상당한 인원이 접속 

가능한 용량의 정보통신망 설비가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할 수 있다.

Ⅲ. 소 결

건축물의 형태를 결정하는 세 가지 관점, 즉 건축법, 도시계획 법제, 영업

법제의 차원에서 스마트 서비스로 인한 한계가 발생한다. 우선 건축법 차원

에서 기존의 건축물이 대응해야 하는 위험과 다른 형태의 위험을 야기하여 

위험방지 기능을 무력화한다. 또한 단일한 영업법상 시설기준은 복합화된 활

동을 수용할 수 없다. 건축물이 수용할 수 있는 활동에서 벗어난 영업은 건

축물의 물리적 구조와 충돌을 일으킨다.

가장 큰 변화는 도시계획 법제상 스마트 교통서비스와 건축물의 이용이 

연계하며 발생한다. 통행방식과 통행 범위의 변화는 도로 등 교통시설에도 

영향을 주지만 건축물 사용 관계 또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기존의 도시계

획 수립과정은 지표면 또는 일부 지하층을 통해 건축물에 출입하고, 도로 등 

설치된 통행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도로망 계획

과 건축물의 배치만으로 이동 방식을 예상하고 건축 형태에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수단이 다변화되고 통행 고도도 다양해지면, 건축물의 형태는 교

통계획과 연동되지 않고서는 이동 방식을 반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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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기반시설 기능의 변화로 인한 한계

도시계획은 토지 이용관계의 교란을 막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제한하고, 행정주체가 공공성이 높은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두 축을 이용하여 

기능한다.346) 위에서 전자의 기능에 발생한 한계를 검토하였다면 본 절에서

는 후자, 즉 기반시설을 활용한 규율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을 검토한다. 

Ⅰ. 기반시설의 규율

종래 소극적 질서유지 기능에 국한되어 있던 행정의 기능이 적극적으로 

사회형성적 기능을 수행하게 되면서 도시계획 법제가 형성되고 발전하였

다.347) 적극적 행정의 기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도시계획 법제의 규율이다. 시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

여 행정주체가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물적 시설들을 제공하고 관리할 의무를 

진다. 기반시설의 공공재적 특성상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행정 주체가 설치 및 관리의무를 진다. 도시 기능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 중 공공성이 높은 시설은 엄격한 도시계획시설계획, 실시계획 절차

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된다.348) 

1. 물리적 시설물의 제공

기반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공공서비스는 물리적 시설 제공에 의해서 수행

된다. 예를 들어, 원활한 이동을 위해서 도로,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이 필요

하고, 유통을 위하여 유통업무설비가,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공급설비가 필

346) 김종보, 앞의 책, 197면 참조.
347) 朴正勳, 컴퓨터프로그램 保護를 위한 行政法的 制度,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384면 참조. 
348) 김종보, 앞의 책, 199면 및 3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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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 방재를 위해서도 방화설비 등 물리적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행정

주체는 사람들의 활동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반영한 기반시설을 7개군으

로 분류하여 설치ㆍ관리를 규율한다.349) 

표� 4� � 종류별�기반시설

종류 시설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유통ㆍ공급

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

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ㆍ문화

체육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

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

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도시계획시설계획의 작성과정을 살펴보면 도시관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제

공이 도시계획시설의 물리적 설치를 위한 사항들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50)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를 공유하는데, 입안시 

도시계획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기초조사결과,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351) 즉, 다른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의 용

도(종류), 위치와 규모를 확정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규율한다. 운영과 관련하

여서는 실시계획 수립시 수용권 부여 문제로 공공성 정도를 고려할 뿐이

다.352)

3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참조. 
350) 최종권,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공법적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84면 참조. 
3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352) 최종권, 앞의 박사학위논문, 2014, 184면;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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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될 기반시설의 종류와 위치, 면적을 정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도시계획상 사업대상지의 건축적 이용규제(건축허가요건)에 반영된다. 도시계

획시설의 설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가 

구체적인 설계도서를 포함한 실시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인가받

아야 수용절차가 개시되고 설치공사가 진행된다.353)

이와 같은 설치 과정은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도시계

획의 실패지점에 물리적 시설의 설치라는 적극적 방법으로 개입하는 데 유

리하다. 실시계획인가로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으로 의제되어 수용권이 부여

되고, 신속하게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 도시에서는 

물성이 큰 도시계획시설 설치보다는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운

영의 중요성이 점점 증가할 것이다. 물리적 시설의 설치를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현 도시계획시설 제도로는 기반시스템과 결합하는 기반시설의 기능을 

제공하기 어렵다.

2. 행정청의 설치 의무

도시기능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설치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에 있

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칙적 사업시행자는 행정주체이다.354) 도시계획 법

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서 행정주체로 하여금 토

지이용계획과 함께 교통, 물류, 정보통신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

획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하고 있다.355) 용도지역제 도시계획만으

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내용을 규율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한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수

립과정에서 해당 기반시설의 입지조건으로서의 역할을 할 뿐이다.356) 

28735;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등 참조.
3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참조.
3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1항 참조.
3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3-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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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도 병행하여 수립되는 경우가 많은

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행정청이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

량의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의 규모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상주인구, 상근인구 및 이용인구를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한다.357) 특히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공급처리시설

의 용량은 건축물의 용도･용적률･높이 등과 연계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기반

시설이 주변 지역의 공급시설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성장가능성

도 함께 고려하여 용량이 결정되어야 한다.358)

3. 설치 절차

(1) 개 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계획(또는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결정 내용이 

구체화된 실시계획, 시공 단계를 통해 설치된다. 물리적 기반시설을 제공하

는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므로 유형적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사업절

차가 포함되어 있다.359) 설치 공사를 위해 수립되는 실시계획은 도시계획시

설계획을 기초로 하여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한다.360)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부지의 수용이 이루어지고, 시

공 및 준공 검사 등이 진행된다.361) 

일련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부지에 토지

356) 예를 들어, 유통시설은 상업지역에서는 모두 입지할 수 있지만, 공업지역에서는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에서만,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설치될 수 

있다. 도로는 각 용도지역별로 설치될 수 있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다.｢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1조, 제64조 참조. 
357)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5-4 (1) 참조.
358)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5-4 (2), (3) 참조.
359)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행정법연구 제34호, 2012, 330면 참조.
3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5항 참조.
3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5조, 제96조, 제9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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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내용과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계획

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위치, 면적 등 개략적 내용을 확정한다.362) 

도시계획시설 지정목적에 반하는 건축행위도 제한할 수 있게 된다.363) 이와 

같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국토계획법은 도시계

획시설계획의 수립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2) 결정권한의 분산

도시계획시설계획 수립절차는 입안절차와 결정절차로 나뉜다. 입안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이고,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광역자치단

체의 장이다.364) 예외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이나 용

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

정한다.36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등에 관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366)

국토계획법상 광역자치단체 장의 권한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자

치단체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한을 위임사무에 포함하고 있다.367) 서울특별시를 예로 들어보면, 폭 

12m 이하의 도로, 부지 면적 5천m² 이하의 주차장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결정권한을 갖는다. 즉, 결정권한이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입안

하고 구청장이 직접 결정한다. 

결정권한의 위임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을 존중하여 지역의 사

정에 부합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주체를 통일함으로써 신속하게 수립

3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 참조.
363) 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바82 결정 참조.
36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9조 참조.
36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1항 단서 참조.
3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 제2항 참조.
3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4] 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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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368) 서울시도 이 같은 이점을 살리기 

위해 구청장에게 결정 권한을 위임한 도시계획시설의 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2000. 7. 조례 제정당시에는 14개이던 도시계획시설이 2021년 12월 기

준으로 18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보가 

교류되지 않는다는 단점도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차원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369) 

(3) 이해관계인의 참여

행정계획의 내용이 행정주체의 광범위한 계획재량 하에 형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행정절차는 그 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게 한다는 데 의의

가 있다.370) 특히, 주민참가절차는 이해관계를 사전에 조율하여 국민의 권리

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다.371) 국토계획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시에도 의견 청취절

차를 필수 절차로 규정하고 있다.372)

구체적인 주민 의견 청취절차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겨져 있는데, 서

울시는 일반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일간신

문, 입안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공보에 14일 이상 게재할 것을 요구

한다.373)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368) 맹다미 외,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 서울연구원 정

책과제연구보고서, 2018, 52면 참조.
369) 맹다미 외, 앞의 보고서, 54면 참조.
370) 김동희ㆍ최계영, 행정법Ⅰ, 박영사, 2021, 197-198면;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1, 327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21, 280면 참조.
37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388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9649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11164 판결 등 참조. 
372) 법 제14조, 제28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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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여야 한다.374)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유사한 내용의 열람ㆍ공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375)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문제점은 이해관계의 정도를 고려하

지 않고 일률적으로 14일 정도의 단기간을 열람 기간으로 정해두었다는 것

이다.376) 의견서도 위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유효한 의견 제출이 된다. 다만, 

서울시는 조례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주민에게는 우편발송 등을 통해 개별적

으로 알릴 수 있는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다.377) 위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밀접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이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정비사업 등에 관한 계획 등 계획 대상지 내 토지의 

수용을 예정하는 적극적 도시계획이라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해당 계획 대상

지 내부에 또는 접하여 토지ㆍ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또는 임차권이 존재할 

것을 요구한다. 20m 이하 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도로 반대편에 접한 대지ㆍ

건축물 소유자, 세입자도 포함한다. 

Ⅱ. 기반시설 기능의 고도화로 야기되는 문제

1. 기반시스템과의 결합

스마트 도시로 진입하면 물리적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건축물

의 활용뿐만이 아니다. 자율주행, 드론에서 확인하였듯 기반시스템 없이 물

리적 기반시설만으로는 기존에 기반시설이 수행하던 기능을 제공할 수 없다. 

37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제1항 전문 참조.
374)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제4항 참조.
375)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9조,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성남시 도

시계획 조례｣제9조, ｢군포시 도시계획 조례｣제8조 등 참조. 성남시, 군포시는 

공고 매체에 지역 케이블텔레비전, 인터넷 방송도 포함시키고 있다.
376) 법원도 도시계획법상 공람절차 외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개별 통지의무는 존재

하지 않음을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1717 판결;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613 판결 참조.
37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제1항 후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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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지금은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나 철도를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는데, 도로 교통시스템이 데이터 층에 구성되어 있으면 신호체계

를 조절하거나 사람들의 통행을 교통수단별로 분산시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학교 등 공공 서비스 공간의 부족문제는 온라인 서비스로 보완할 

수 있다. 

이미 도시관리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도입되어 고도화된 도시관리 서비스

가 제공되고 있다. 화재, 지진 피난 경로를 시뮬레이션하여 최적의 동선으로 

물리적 시설을 배치하고, 드론ㆍ센서 등을 통해 교각 등의 안전상태를 실시

간으로 점검한다.378)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 정보를 인공지능으로 예측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지정한다.379) 데이터 층을 활용하여 기반시설의 기능

을 고도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스마트 도시가 고도화될수록 적극

적 도시관리 서비스는 물리적 시설 중심이 아닌 데이터층 중심으로 옮겨갈 

것이다. 

문제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계획이 물리적 구조물의 설치를 위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스마트 교통서비스에서 예로 들었던 교통관제시스

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가로 설치물에 설치되는 정보수집 장치까지 

모든 물리적 구조물과 도로가 세부적으로 연동되어야 한다. 지하물류터널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은 주변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지하물류센터를 설치

하고 터널의 노선을 건축물의 지하층과 연계해야 한다. 특히 드론과 같이 고

층 건축물과 공중공간을 공유하는 교통수단은 건축계획과의 긴밀한 상호작

용이 필수적이다. 건축물의 변경 또는 드론 노선의 변경이 시스템상에서 공

유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생명,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기존 도로 설치과정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차원에서 주변 토지이용과 도로

의 기능을 연계하여 고려하기는 하나, 그 정도는 기반시설 사용량에 따른 도

378) 서기환ㆍ오창화, 가상국토 구현을 위한 디지털트윈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2020, 
46면 참조. 

379) 이관도, 지자체 디지털트윈 활용 및 시사점: 전주시 사례, 국토 제474호, 2021, 
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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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폭원을 결정하는 데 그친다.380)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시기본계획보다 세

부적으로 건축물 등과 도로를 연계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정성적으로 표현

되어 있어 체계적인 연계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381)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사

업과 함께 수립되지 않으면 지구단위계획과 기성시가지의 도시계획시설계획

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작용한다. 

이처럼 기반시스템을 고려한 기반시설은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는 것만으

로는 설치될 수 없고, 건축계획과 도로 설치물 계획 등과 세부적으로 연동되

어야 한다. 단순히 도시계획시설계획의 대상에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

통신장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스마트 도시에 대응할 수 없다. 이는 도시계

획시설 설치절차에 축이 하나 추가되어 차원을 달리하는 일이다. 

2. 서비스 제공주체의 분산

행정주체가 설치한 도시계획시설을 통해 일방향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던 

공공서비스는 스마트 도시로 진입하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제3

장에서 살펴보았던 전기 공급 서비스이다. 대규모 전력 발전소에서 생산되어 

개별 소비처로 흐르는 일방의 전기 공급과정이 도시 내 소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네트워크형으로 변화한다. 이는 에너지발전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개별 발전소를 하나로 연결하여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데이터 층과 

전기 기반시스템의 존재를 전제한 변화이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다변화는 해당 서비스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껏 공공서비스는 도시계획시설을 통해 수행되어 왔고, 도시계획

시설의 공공성은 시설의 기능뿐만 아니라 행정주체가 설치ㆍ관리의 주체라

380)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4-5-1 교통계획 참조.
381) 예를 들어, 원활한 차량소통, 안전한 차량운행 및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든가, 건

축물 규모 등에 적합한 주차시설과 가구내 도로를 건축물 주위에 배치한다는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6-1, 3-6-4). 유정복ㆍ박정욱, 도
시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을 위한 도시부 도로계획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33-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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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에서도 일부 기인한다.382)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이 설치절차에서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한 수용권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생각하였을 때, 사인이 영리 

목적을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공공서비스에 동일한 공공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사인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와도 다르다. 이 경우 사인은 행정청

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위 한도에서 공권력을 위탁받은 행정

주체의 지위이다.383) 여러 행위주체가 시장경제의 주체로서 전기의 생산과 

제공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주체 측면에서의 공공성은 찾기 어려워진다. 

즉, 스마트 도시에서의 공공서비스는 기능 측면에서 여전히 공공성이 크지

만, 제공 형태가 시장경제의 거래형태라는 점, 기존 도시와 달리 물적 시설

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기반시설의 개념을 분화시킨다. 엄밀히 말하

면 공공성에 다양한 층위를 형성한다. 각 공공성의 정도에 따른 규율의 구조

가 요구된다.

3. 변화된 공공서비스를 위한 설치절차

(1) 통합관리의 필요성

기반시스템을 활용한 도시관리체계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 공간 사용에 연계되는 층위가 다양하므로 도시정보를 통합적으

로 관제하는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관리의 

주된 업무로 자리잡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과 물리적 

시설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여 각 지역의 특색에 맞춘 업무가 수행될 

것이며, 정보 수집단위인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382) 김종보,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행정법연구 제30호, 2011, 289면 참조. 
3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3항; 김동희ㆍ최계영, 행정법Ⅰ, 

박영사, 2021, 85-86면;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21, 101-103면; 하명호, 
행정법, 박영사, 2022, 47-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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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고권의 측면에서 보면, 도시계획 조례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은 스마트 도시의 방향성에 부합한다. 그

러나 이는 권한을 위임한 광역자치단체와 도시계획시설 설치 및 운영 정보

가 공유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기반시설의 관리의무는 여전히 광역자치단

체에 있는데, 설치 이후 설치 및 운영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 대한 규율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384) 도시계획시설 제도가 물리적 시설의 설치를 중

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기반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설치 이후 단계의 운영에 

관한 규율이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확장된 이해관계의 범위

기반시스템에 의해 기반시설의 기능이 고도화되면 국민의 토지상 권리의

무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달라진다. 즉, 이해관계를 맺는 주민의 범위가 확

장된다. 우선, 건축계획 등과 세부적으로 긴밀하게 연동되어야 하므로 기반

시설 및 시스템의 설치로 인하여 권리ㆍ의무에 제한받는 주민의 범위가 확

장된다. 예를 들어, 드론의 노선을 정할 때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주어야 하는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그에 접한 건축물의 소유자ㆍ세입자, 그리고 관제를 

위해 설치된 정보수집 장치와 관련된 건축물 소유자가 있다.

더 나아가, 스마트 서비스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의 제공주체들, 즉 시민들

도 있다. 기존에는 행정주체의 도시관리의 한계가 사인의 재산권과 공익의 

형량으로 정해졌다면, 스마트 도시에서는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도 제한

되는 사익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385) 즉,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에서 시민들

384) 기반시설의 관리 의무는 구청장 등에게 위임하는 권한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는 조례상에 위임 사무 처리 후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 정도만 존재한다(｢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8조 

제3항). 
385)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

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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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여 어디까지 공공재로 활용할 것인지, 광범위한 동

의로 공공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다. 도시관

리계획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고려하게 되는 이유는 스마트 도시의 운영에 

해킹 등이 큰 위험 요소가 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공공서비스 제

공 과정에 동의를 받아야 할 이해관계인들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386) 

즉, 시민들이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이자 동시에 공공정보 제공 주체라는 점에

서 공공서비스 구성을 위한 새로운 절차가 요청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하여 현행 도시계획수립 절차는 토지이용계획과의 연

계가 부족하고 도시계획시설의 물리적 설치를 위한 절차에 치중되어있다는 

한계점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분리된 계획 구조는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판

단하여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게 한다. 연계되지 않은 도

시계획시설계획만으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387) 

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의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단기간의 공람 절차를 

두어 주민 일반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점도 문제이다. 단순히 물리적 시설 이

용자의 지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공서비스의 내용을 구성해야 할 이해관

계인의 범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 주민으로서는 복잡하게 연계

된 기반시설과 기반시스템 계획을 보고, 설치 후 운영방식, 토지이용 관계에 

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

상으로 한 조사ㆍ수집ㆍ보관ㆍ처리ㆍ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

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386) 예를 들어, 드론의 통행 노선과 직접적으로 접하지는 않지만 자신 소유의 건축

물에 관한 추가적 정보 제공이 필요한 소유자는 그 노선 결정에 관하여 적극적

으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387) 도로 설치과정에서 보았듯이 도로의 노선과 폭원 등 공람되는 도시계획시설계

획의 수준도 개략적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구체적인 의견 제출까지 나아가기 어

렵다. 유정복ㆍ박정욱, 도시계획과 교통계획의 통합을 위한 도시부 도로계획 기

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4, 33-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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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등을 읽어내기 어렵다.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단기간의 열람ㆍ

공고만 규정한 절차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위와 같은 절차로는 주민들의 제

대로 된 의견을 반영하기 불가능하다. 

Ⅲ. 소 결

스마트 도시는 물리적 공간으로 특정되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구조이다. 현행 도시계획 법제로는 도시 공간에서 운영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인지하고 규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 나아가 적극적 도시관리 서

비스도 점점 데이터 층과 결합되어간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수준도 높아진다. 데이터 층과의 통합적 운영 없이 물리적 기

반시설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점점 행정주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즉, 스마트 도시의 데이터 층을 주축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물리적 

시설 층과 함께 규율할 수 있는 인지 수단(새로운 도시계획)이 없는 이상 스

마트 도시에서 도시관리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다. 행정주체가 시스템적 접근

이 배제된 기존의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도시공간을 인식한다면 스마트 도시

에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다. 스마트 도시 시스템상에서 변형된 공간 이용이 

물리적 시설 층을 건드리면 그제서야 뒤늦게 작동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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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대안의 필요성

본 장에서 스마트 도시가 희석시키고 있는 물리적 공간의 제약이 도시계

획 법제의 근간을 붕괴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단의 토지에 단일한 활

동이 수행된다는 용도 개념을 근간으로 규율하고 있는 도시계획 법제 체계

는 한계를 마주하고 있다. 토지의 용도와 연동된 건축물의 용도ㆍ형태 규제 

모두 형해화되고 있다. 건축법은 더 이상 건축물에서 수행되는 활동을 인지

하기 어려워 위험방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도시계획 법제가 용도와 연계

하여 적용해왔던 적정한 개발밀도, 입지조건, 기반시설 배치는 실질과 맞지 

않은 공식으로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역시 고도화된 스마트 서비

스를 수용할 수 없다. 토지이용계획과 괴리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물리적 시

설 층의 모든 물리적 구조물을 디지털화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고도화

된 공공서비스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물리적 시설의 구조와 시스템이 결합

하여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므로 건축계획과 교통계획 등 기반시설계획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수립될 수 있는 도시계획 수단이 필요하다. 그 절차가 

갖추어져야 기반시스템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시행으로 사익의 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범위도 확인하여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도시계획 법제에 이를 위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용

도지역제 도시계획은 토지의 용도 개념의 해체로 가장 먼저 기능하지 못하

는 도시계획이 되었다. 지구단위계획 또한 용도지역을 근간으로 건축물의 용

도를 세분화하고 형태를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공유한다. 지구

단위계획이 필지별로 건축계획에까지 개입하여 개별화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활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한 용도 분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에서 용도지역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오히려 용도지역제 범위 안에서 

규율의 내용이 제한되므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규제 강도를 강화하는 비

탄력적 규제로 기능한다. 

또한 데이터 층의 활용을 반영하지 않는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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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의 기반시설 기능과 맞지 않는다. 스마트 도시가 고도화되고, 공

간 정보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면 정부는 현행 도시계획

시설계획과 별개의 계획을 추가하여 대처하기 쉽다. 고도화된 공공서비스가 

기존 기반시설 기능의 연장선상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도시계획 법제의 규율 

범위에 통합하기 쉽지 않다. 계획의 개별화는, 물리적 구조물 정보를 통합하

여 연계하는 스마트 도시의 움직임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서비스의 고도화를 

도시계획 법제가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다. 수직적ㆍ수평적으로 확장

되는 스마트 도시의 공간 활용을 어느 도시계획도 담을 수 없다는 점도 도

시계획 법제의 기능을 무력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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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지구단위계획의 개편 방향

스마트 도시 공간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활동이 도시 공간의 이용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활동의 목적(용도)만으로 

입지 조건, 개발밀도, 기반시설의 배치가 연계될 수 있었는데, 활동이 복합화

되는 스마트 도시에서는 어떠한 기준이 공간의 이용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법제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 기준은 기술의 고도화 수준, 서비

스의 내용에 따라 스마트 도시의 각 층위가 얼마나 강력하게 결합될 것인지

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스마트 도시에 진입하고 있는 현재로선 궁극적 형태

의 도시계획 법제를 가늠하기 어렵다. 고도화된 스마트 도시에 이르기 전까

지 변화를 겪어내며 시도할 수 있는 최선은 변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 변화에 맞추는 일이다. 

제 1 절  스마트 도시를 위한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본 연구에서 논증한 스마트 도시의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물

리적 공간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복합화된다. 둘째, 규율의 범위가 종횡으로 

확장된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층을 통한 연결이 건축계획, 토지이용계획, 기

반시스템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도시계획은 활동의 변

화를 유연하게 담아내고, 입체적으로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반

시설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을 중층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현재 도시계획 법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지구단위계획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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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구조

1.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

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

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

획이다.388) 일반적인 도시계획이 평면적 토지이용계획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건축계획은 특정 필지상의 입체적 시설을 설계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매개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389) 즉, 지구단위계획의 규율대상은 토지 평면 차원이 아닌 입

체적인 공간이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에만 중점을 둔 용도

지역제 도시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도시가 유기적으

로 기능하도록 건축물, 주변 환경, 기반시설을 연계시키기 위해 지구단위계

획은 토지이용계획과 함께 건축계획, 조경계획을 함께 규율하도록 설계되었

다.390) 통상 ‘도시설계’라 부르는 이와 같은 내용은 도시 공간의 합리적 이

용을 위한 도시계획 법제의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1980년 개별 건축물의 위

험방지를 규율하는 ｢건축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다. 그 당시 한국에서는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가 명료하게 나누어지지 않았고, 건축설계의 연장선상

으로 도시설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받아들였던 것으로 추측된

다.391) 

이후 건축적 차원의 접근이 주를 이루는 도시설계제도를 보완한다는 명분

으로 1991년 구｢도시계획법｣에 상세계획 제도가 도입되었다. 5개 도시개발

3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참조.
389)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1-2-3 참조.
390)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기문당, 2020, 8면 참조. 
391) 건축법에서 도시설계제도를 받아들였을 때 “도심부 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이란 표제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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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와 기성시가지의 역세권을 지정하고 상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구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90년대에는 상세계획과 도시설

계 제도가 공존하게 된다.392) 2000년에 이르러서야 양 제도를 통합한 지구

단위계획이 구 ｢도시계획법｣에 규정되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393) 

2. 계획 내용의 구성 

국토계획법은 지구단위계획으로 포함하여야 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을 규

정하고 있다.394) 열거된 항목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먼저 토지의 용

도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ㆍ변경하거나, 

용도지구의 경우엔 폐지하는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다.395) 건축물과 관련하

여서는 용도와 형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396)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은 토지의 용도를 정하면 선행하여 법령에 규정된 건축물에 관한 제한이 곧

바로 적용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은 건축물에 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물론,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이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구속되어 내용상 

큰 차이점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구조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통

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이 드러난다.397)  

그밖에 지구단위계획은 제한된 종류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일단

의 토지의 개발ㆍ정비사업계획을 포함할 수 있으며, 교통처리계획 등 기타 

행정계획도 규율할 수 있다.398) 법은 다섯 가지 사항 중 기반시설과 건축물

392) 1991. 12. 14. 도시계획법 개정 및 1992. 7. 1.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
393) 양 제도는 도입 취지와 세부 내용에서 차이를 두고 있었지만,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통합적으로 고려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피할 수 없었다. 제도의 운

영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양 제도는 2000년 1월 구｢도시계획법｣ 및 ｢건축법｣ 
개정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되었다. 

394) 법 제52조 참조.
395) 법 제52조 제1호 및 제1의2호 참조.
396) 법 제52조 제4호 및 제5호 참조.
397) 김종보,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301면 참조.
398) 법 제52조 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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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와 관련된 제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야 한다고 규정한다.399) 토지의 용도만을 규율하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달리 토지의 용도, 기반시설, 건축물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이 이 지점에서도 드러난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관한 구체적 수립기준

은 국토계획법의 위임을 받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다.400) 

3. 계획 내용의 표시

도시계획이 규율할 수 있는 범위는 도시계획이 표시할 수 있는 범위에 연

동된다. 용도지역이 스마트 도시의 입체적 공간 활용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도 단순한 규제 형태 때문이다.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화로 급증하는 주택수

요를 감당하기 위해 발전한 도시계획이므로, 용도지역제의 규제는 토지의 구

획만으로 개발밀도가 자동으로 연동되었다. 2차원 지형도면 상의 구획만으로 

공간 규율이 일률적으로 작동하는 도시계획으로는 지표면과 분리된 입체 공

간의 활용을 인식하기 어렵다.

지구단위계획도 2차원 지형도면을 공유하지만 입체 공간을 규율할 수 있

는 이유는 부속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401) 부속 규정들은 단순히 도면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들을 규정한

다.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한 유연함을 

부여한다.402) 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규정들을 규율하면서 지표면과 분리된 

공중공간도 고도를 나누어 규율할 수 있고, 지하층도 구체적 형태까지 통제

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교통수단의 수직적 이용 범위가 확장되고 건축

399) 법 제52조 제1항 참조.
400) 법 제49조 제2항 참조.
401)  국토계획법상 위임을 받아 지구단위계획 도면과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는 부속

규정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을 구성하는 구속력 있는 도시계획이다. 
402)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은 상업지역 쇼핑거리나 공공 지하 공간이 존재할 경우 

건축물의 1층 전면, 지하층도 분리하여 규율할 수 있다(｢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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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출입구나 진입로를 건축물의 층을 나누어 계획해야 하는 스마트 도시

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도시계획이다. 

Ⅱ. 다른 도시계획과의 관계

법령상 정의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이 수립대상 지역의 일부

에 수립될 것을 전제로 한다.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의미는 구 도시계

획법의 “도시계획구역”이 도시계획구역 개념의 폐지와 함께 변경된 문구이

다.403) 이는 도시계획이 수립되는 도시계획구역과 그 외의 구역이 구분되던 

구 도시계획법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국토이용관리법과 통합된 2003년 이후

로는 실익이 없는 요건이다. 도시계획구역 밖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모두 용도지역의 종류로 편입되어 법제상으로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이 전국 토지 위에 설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는 전 국토가 지구단

위계획이 수립가능한 대상이 되므로 실질적인 요건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필연적으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중복적으로 

403) 舊 도시계획법[법률 제6243호, 2000. 1. 28., 전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

화하고 도시의 기능ㆍ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5.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의 수립대상이 되는 지역으로서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0조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결정으로 다음 각호

의 구역중 도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한 구역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구역

  2. 군의 관할구역에 있는 읍의 관할구역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구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시ㆍ도

지사(廣域都市計劃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

하여 도시계획의 수립ㆍ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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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된다. 이에 관하여 지구단위계획이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지, 아니면 중

복적으로 적용되는지 그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개념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수립지침에서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계획간 충돌이 있어 변

경되어야 하는 바가 있으면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한다든지, 기반시설부

담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고 하여 위 물음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이전 도시계획

이 폐지되고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과 같다는 적극적인 해석 대신 중

복적 적용으로 해결하고 있는 듯하다.

1.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의 관계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충돌하는 곳은 기성시가지이다. 신

시가지가 배제된 이유는 개발사업으로 개발사업구역의 지적이 지워지기 때

문이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새로운 지적을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되어 개발사업 준공 이후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능한다. 실무에서 토지이

용계획을 곧 지구단위계획으로 인지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에 기반하여 지적

이 그려지므로 지구단위계획과 지적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성시가지상의 지구단위계획이 용도지역제와 용도지역제의 토지이용규제

기능을 일부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지적(대지 지목) 위에 그려질 때 양자간 

관계에 관한 명확한 법적 해석이 유보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과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간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대등한 도시(관리)계획의 종

류로 보면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 새로운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이므로 용

도지역제 도시계획은 그 부분에 한하여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구단

위계획이 용도지구와 같이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하위 분류라면 용도지역

제 도시계획의 내용을 전제한 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의 취지가 구체적 토지이용규제 기능이 결여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한계로 수립된 제도라는 점, 토지이용의 규제 방식이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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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국토계획법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의 종류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대등하게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도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

역제 도시계획과 대등한 도시계획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실무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하위 분류로 본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변경이나 충돌이 발

생하는 경우 가급적 양자를 동시에 입안하도록 하는 등 명시적인 관계 설정

을 회피하고 있다.404) 계획 수립 범위도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서 부여한 건

축물 용도 범위 안에서 세분한다. 법원에서도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단위와 지

목이 대지인 필지 경계선이 충돌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필지 경계선을 지

구단위계획에 일치시켜야 하는 적극적 효력은 없다고 보았다.405) 

2. 도시계획시설계획과의 관계 

도시계획시설계획은 주변 토지이용 상황과 연계되어 수립된다. 도시계획시

설의 종류와 위치, 규모를 결정하는 것 역시 사람의 활동이다. 건축물의 용

도와 형태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위치를 결정하고, 

주변 활동 인구의 밀도로 시설의 규모 또는 용량을 결정한다.406) 예를 들어 

학교의 경우, 주거지의 통학권을 바탕으로 주변에 위생ㆍ교육상 지장을 초래

하는 공장ㆍ유흥업소가 없고, 녹지 등 차단 공간이 마련되도록 위치를 정한

404) 지침 1-3-2 참조.
405)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지구단위계획상 획지계획에 따라 

지적이 그려지는 신시가지의 경우에도 필지경계선을 설정하는 적극적 효력이 

존재하는지는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기성시가지의 지구단위계획과 일관

되게 해석하여 적극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신시

가지에 토지이용계획의 내용대로 그려진 지적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그려

진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상 개발계획으로서 그려진 것이고, 지구단위계획은 단

지 그 결과를 의제를 통해 받은 것이다. 배기철, 한ㆍ일 도시계획법과 지적의 

비교연구 –건축허용성과 건축단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1, 52-53면 참조.  

406)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제4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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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07) 규모는 전체의 인구 규모,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교가 수용해야 하는 

인구에 맞추어 결정된다.408)  그러나 도시계획 법제 체계상에선 그 연계 과

정이 정합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물론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구조상으로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달리 기

반시설 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연계할 수 있다.409) 그러나 현재 법제는 지구

단위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계획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우선,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기반시설의 종류를 제한하여 지구 차원이 

아닌 도시 차원의 대규모 또는 중요시설은 별도의 도시계획으로 정하도록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만약, 지구단위에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한 결정의 필요성이 발생한다면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동시에 일반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된다고 본다.410) 지구단위계

획상 기반시설의 표시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준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분명

한 지점을 도시계획시설계획 수립을 병행하게 함으로써 충돌 발생을 차단하

고 있을 뿐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중요한 수립 목적 중 하나는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기

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411)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건축

물뿐만 아니라 기반시설 설치계획도 수립할 수 있게 한 것은 이와 같은 목

407)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제1항 제4호, 제7
호 참조.

408)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제1항 제2호 참조.
409)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시설계획은 별개의 수립 절차를 거쳐 별개의 

표시수단, 즉 지형도면에 표시된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

시설 계획이 한 절차에서 규정될 뿐, 양 계획의 수립 절차는 연계되지 않는다. 
절차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각 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서로의 계획 내용을 고

려할 것을 규정할 뿐이다. 그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기반시설 부족 문제는 별도

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도입하여 기반시설

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최종권,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공법적 연구, 중앙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30면, 139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66조, 제67조 참조. 

410) 서울특별시, 서울 도시계획 연혁 제1권, 2016, 482면 참조. 
41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1-2-4, 2-3-7, 3-3-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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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반영한 계획구조이다.412) 이를 반영하여 해석한다면 도시계획도로가 아

닌 도로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키는 순간 지구단위계획결정을 통해 도시

계획결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실상 도로들이 전

부 도시계획 결정을 받은 것처럼 될 수 있고, 실시계획이 없으면 장기미집행 

상태가 되어서 실효되게 된다. 계획의 목적과 효력 실질의 불일치가 발생하

지만, 지구단위계획의 효력을 모호하게 방치하고 있는 이유이다. 

3. 개발사업계획과의 관계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공간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행정

계획이다.413) 이 점에서 수용 등의 권한을 부여받아 적극적으로 그 내용대로 

실행할 수 있는 개발사업계획과 구별된다. 개발사업에서 사업계획승인시 지

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적극적으로 도시공

간을 형성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이는 개발사업에서 오

는 특성이지 지구단위계획의 것이 아니다. 법원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을 근거로 소유권이나 사용권의 취득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확인한 

바 있다.414) 

개발사업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로 하는 이유 또한 관리의 

41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3장 제5절 기반시설
413)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개발ㆍ관리

하기 위하여 ...(중략)... 수립하는” 계획이라 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계획이라 선언한 국토계획법과 달리 “개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처

럼 보인다(법 제2조 제5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1-2-1). 이를 근거로 지구단

위계획을 개발계획으로 해석하는 것은 행정규칙인 수립지침을 위임 모법인 국

토계획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해석하는 것이므로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 수립지

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도 개발사업에서의 실시계획과 같은 개발계획을 지칭

한다기 보다 개발예정지의 계획적인 개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개발 목적

대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등과 함께 수립된다는 측면을 반영하여 

구체화한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414)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두122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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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다. 개발사업에서 작성된 구체적인 설계도인 사업시행계획은 개발사업 

준공과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그 내용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지구단위계

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은 개발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에서 선행되었던 도시계획적 판단을 반영하고 유지하는 기

능을 한다. 

Ⅲ. 소 결

스마트 도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규율 

구조에 있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 기반시설을 연계하여 입체 공간을 

규율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구조는 복합화된 활동을 다양한 층위에서 

고려해야 하는 스마트 도시에 적합하다. 또한 표시수단이 도면과 더불어 부

속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 내용의 유연화, 범위의 확장을 도모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지구단위계획이 기존 용

도지역제 도시계획을 전제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이 설정한 경직된 용도와 형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지

구단위계획이 스마트 도시를 위한 도시계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용도지

역제 도시계획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한다. 규율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계획의 내용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한다. 규율의 범위와 시점도 입체

적이고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연동되는 계획의 종류도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체적인 규제 방향은 아래의 각 절에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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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유연한 공간이용 규제

현행 도시계획은 단일한 주된 활동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활동

과 활동간 관계를 고려하여 용도지역이나 필지를 배치하고 도로 등 교통시

설을 설치한다. 그러나 스마트 도시에서는 토지 단위의 관계를 설정할 수 없

다. 활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변화하므로 호혜적인 활동과 상충되는 활동의 

관계도 변화한다. 그러므로 단일한 용도를 기준 대신 다른 방식으로 도시 공

간의 이용이 규율되어야 한다. 

Ⅰ.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1. 토지의 법적 성격 부여

지구단위계획이 토지에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구역을 설정하는 데서 

시작한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구역을 설정하는 목적은 도시지역과 비

도시지역으로 나뉜다.415) 도시지역에서의 목적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목

적은 기성시가지를 개량, 관리, 보전하기 위함이다. 기성시가지의 낙후 정도, 

형태와 기능에 따라 구체적인 목적이 정해진다. 두 번째 목적은 신시가지를 

개발하기 위함이다. 기성시가지 내 기능이 상실된 곳이나 도시 외곽에 개발

사업을 통해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한다. 세 번째 주된 목적은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복합용도개발이다. 고밀도 개발이 요구되는 도심, 특

히 상업지역 등지에서 활용된다. 이 밖에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나 교정ㆍ군

사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녹지지역을 관리ㆍ개발하는 경우, 이상 2개 이상의 

목적을 복합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도시지역 외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

적보다는 해당 구역에서 수행될 특정 활동 내용이 구역 설정의 목적을 구성

415) 지침 2-1-2 및 2-1-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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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16)    

구역 설정 이후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에 용도지역을 설정하여 법적 성격을 

부여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지구단위계획은 선행하여 부여되어 있는 용도

지역제 도시계획 위에 중복적으로 수립되는 것이라 보고 있으므로, 지구단위

계획은 용도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고,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것만 가능하

다.417) 변경할 수 있는 범위 역시 기존의 용도지역을 전제로 부분적이고 제

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

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거ㆍ상업ㆍ공업

ㆍ녹지지역 대분류 안에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경우만 허용된다.418) 

2. 규율의 범위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

진 제도이므로 입체 공간을 규율할 수 있는 규울 구조를 가진다. 2차원적 지

형도면에 더해 부속규정으로 복수의 계획을 고려하여 입체 공간을 통합적으

로 규율한다. 지구단위계획 내용의 구성요소로는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 ②기

반시설, ③교통처리계획, ④가구 및 획지, ⑤건축물의 용도, ⑥건축물의 개발

밀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⑦건축물의 배치와 형태, ⑧공동개발 및 합벽건

축, ⑨공원ㆍ녹지 및 환경관리 계획, ⑩경관계획, ⑪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 ⑫특별계획구역 계획, ⑬인센티브와 페널티 계획, ⑭기존 건축물의 특

례에 관한 사항이 있다.419)

416) 주된 활동 내용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

로 나뉜다. 
4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 제1호 참조. 용도지역을 세분

하거나 용도지역 하위 분류간 변경만 가능하다.
418)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상위계획에서 정해진 경우가 아

니라면 불가능하지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

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3-3 참조.

419) 한국도시설계학회, 앞의 책, 75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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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달리 토지 구획에서 더 

나아가 가로의 경관, 건축물의 형태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체공간을 

규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지역 쇼핑거리에서 보행 동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1층 전면의 설계요소에 개입할 수 있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철역과 

같은 공공 지하공간과 건축물을 연계할 수 있다.420) 토지의 면적을 단위로 

하는 용도지역제로는 입체적인 규율에 한계가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층별 

용도 규제로 그 한계를 보완한다. 

3.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은 다른 도시관리계획 중 지구단위계획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규율 수단으로 계획수립과정에 시간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

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별도의 개발안이 필요한 구역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용한 구역을 특별계획구역이라 한다.421) 하나의 대지 안에서 복

합적 개발이 필요한 곳, 순차개발하는 경우 후순위개발 대상지역, 지형이 복

잡하여 건축적으로 상세한 입체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구역 등에 특별계획구

역이 지정된다.422)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되면 구역에 대한 계획내용은 지구단

위계획에 포함되어 결정된다. 

Ⅱ. 스마트 도시를 위한 개선 방향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위주의 현행 도시계획 법제가 지닌 경직성은 ‘용도’

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데 있다.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유연함은 다양한 변수

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성에서 도출된다. 지구단위계획이 필지별로 높이, 외

420)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6-7, 3-6-21 참조.
42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5-1 참조.
42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5-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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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은 다양한 변수에 대응

해야 하는 스마트 도시에 적합하다. 지구단위계획상 필지별로 개별 건축계획

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동도 가능하고, 지하물류

시스템, 드론 통행로 등을 고려하여 개별 건축물의 높이, 지하층의 구조 연

계도 가능하다. 즉,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건축물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기

능에 맞추어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연동할 수 있다.

1. 기능적 생활권의 형성

지구단위계획이 필지별로 유연하게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토지에 설

정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다면, 필지별로 건축계획이 

가능하다는 유연함은 무계획적 도시 난개발을 야기하는 주범이 될 것이다. 

특정할 수 없는 활동의 종류(용도지역) 대신 규율하고자 하는 가치가 명확히 

드러나는 계획이 필요하다. 정성적 가치가 필요한 이유는 정량적 규제가 불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용도 개념이 기능을 잃었으므로 그에 연동되어 개발밀

도, 기반시설 용량 등을 산출했던 정량적 산식 또한 그 기능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용도 대신 정성적 가치가 해당 지역을 규율하게 될 것인데, 그 

목적은 모호하면 안 된다. 용도지역을 대체하여 토지에 부여될 법적 성격이 

규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고,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범위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유연하게 건축물을 규율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다. 규제에서 모호함은 활동의 경직성을 야기할 뿐이다. 지구단위계획이 

유연하게 작동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해서는 규율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온함이 확보되어야 하는 구역과 편리함이 확보되어야 하는 

구역과 같이 규율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가 토지에 부여되는 법적 성

격에 반영되어야 한다. 실제로 세종 스마트도시 시범사업 단지인 5-1 생활권

의 기본 구상안을 보면 용도지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규율하고자 하는 가치

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기능적인 생활권을 구성한다.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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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이와 같은 가치적 규제가 반영된 계획수단이 있다. 바로 용

도지구인데, 용도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용도지역과 중복적으로 적용

되어 작동하는 도시계획이다.424) 지구를 지정하여 단일한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용도지역제와 동일하지만 그 목적에 있어서는 확연하게 차이 난

다.425) 용도지역과 중복되지 않기 위해 지구의 목적이 용도, 즉 단일한 활동

의 종류와 거의 연계되지 않고, 용도지역보다 좁은 범위에 적용되어 구체적

인 정책적 목적이 드러난다. 용도지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기능적인 생활권 

종류를 구상할 수 있는 이유이다. 거칠게 생활권계획의 예를 들어보자면, “A

지역에는 주거의 평온과 쾌적함을 위한 시설이 허용된다.”, “B지역에는 생활

423) 세종 5-1 생활권은 평온함을 요구하는 활동(“리빙”), 사람들의 밀집이 예정되는 

활동(“소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활동(“퍼블릭”)으로 구획되어 있다.
424) 용도지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 제1항).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구

5. 보호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ㆍ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

염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

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425) 김종보, 앞의 책, 2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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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의성을 추구하는 시설이 허용된다.”, “C지역은 환경 또는 문화재의 보

전을 해치지 않는 시설만이 허용된다.”와 같다.

2. 입체적 규율

스마트 도시의 공간 활용 범위는 수직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단순히 건축

물의 지하가 깊어지고 층수가 높아지는 차원이 아니다. 기반시설들이 지하화

되고, 지하 공간에 다수의 건축물과 교통수단이 만나는 광장, 물류센터가 지

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전기 배선, 가스, 수도 배관, 정보통신망 등이 지나가

는 공동구도 지하에 설치된다. 지상 공간에는 지표면을 벗어난 드론과 같은 

교통수단이 등장하고, 기반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센서들이 건축물에 부착

된다. 즉, 기반시설과 기반시스템, 건축물이 만나는 입체복합공간이 지속적으

로 계획되고 만들어지고 있다.426) 

드론의 서비스에 따라 통행 고도가 달라지면, 지표면으로부터 특정 고도까

지 구분하여 규율하여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고도에 따라 새롭게 발생한 사

람들의 활동을 건축물, 교통시설이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도심의 공중공간

을 접근 가능한 공간, 저속 이동이 가능한 공간, 고속 이동이 가능한 공간, 

대피 공간 등 공중을 대상으로 한 규제범위의 구획을 지구단위계획이 수행

해야 할 것이다. 

드론을 위한 통행로는 드론을 관제하고 제어하는 관제시스템에 의해 설정

된다. 통행로를 설정하는데 건축물의 구체적 형태, 도로부속시설, 드론을 위

한 시설의 구체적 위치 등이 실시간으로 데이터 층에 업데이트되어 있어야 

한다. 최근 싱가폴에서 세계 최초로 교통관제시스템에 의한 드론 시험비행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427) 높은 수준의 디지털 트윈이 도시의 물리적 구조

426) 김주형, 스마트 시티와 도시계획, Urban planners 4(2), 2017. 12., 9면 참조.
427) 이근형 외, 한눈에 읽는 스마트시티, 지식공감, 2019, 116면; Commercial Drone 

Professional 2021. 3. 29.자 기사, ｢Singapore trials first UAV traffic management 
system｣참조. (최종접속일: 2022. 1. 3.)
(https://www.commercialdroneprofessional.com/singapore-trials-first-uav-traffic-m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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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교통계획을 연계하여 드론의 통행을 가능하게 했다. 

지하물류시스템도 드론만큼 지하공간을 차지하는 물리적 구조물의 정보가 

미리 데이터 층에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한정된 지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게 기반시설과 공간을 배치하는 데도 물론 지하공간정보가 활용

된다. 물류시스템은 이에서 더 나아가 물류센터, 물류터널 설치시 도시계획

수립과정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분포, 건축물의 위치, 지하층의 유무, 구조를 

연계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즉, 지하에 단순히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차

원이 아니라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시설물의 위치와 면적을 규율

하는 도시 형성의 차원이다. 

3. 입체 주소의 설정

입체 공간의 활용으로 통행 고도별, 또는 동서남북 입면(立面)별로 공간을 

특정하는 주소가 3차원으로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428) 교통관리시스템에 의

해 드론이나 자율주행로봇의 도착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

면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변화이며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이미 입체주소시

스템을 준비하고 있다.429)  지상에서의 도로구간을 기준으로 부여된 현재의 

도로명 주소도 머지않아 공간 이용을 담아내기 어려워질 것이다. 그에 따라 

입체적으로 주소표시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이 국토규율의 기본 도시계획 

수단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앞으로 스마트 도시는 데이터 층에서 물리적 시설 층의 공간 정보와 교통

계획 등을 통합하여 도시 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추구하는 도시계획의 역할은 데이터 층에 물리적 구조물의 

gement-system/)
428) 국토일보 2021. 3. 31.자 기사, ｢[기고] 스마트한 ‘입체주소’가 만드는 새로운 

일상, 도로명주소의 재발견｣참조. (최종접속일: 2022. 1. 1.)
(https://www.ikld.kr/news/articleView.html?idxno=232578)

429) 서기환ㆍ오창화, 가상국토 구현을 위한 디지털트윈 정책방향, 국토연구원, 2020, 
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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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데이터 층의 기반시스템의 작용과 연계하여 물

리적 공간을 규율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다.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연

계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형태가 현행 도시계획 법제에서는 최선의 대

안이다. 

4. 과도기에의 대비

용도지역이 사전적으로 전 국토에 지정되어 있다는 점도 스마트 도시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430) 지구단위계획은 구역의 설

정 시점을 달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은 계획수립 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유보적 공간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431) 자율주행차로의 변화 방향성이 확

고하지만, 아직 산업이 이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기에 기술이 무르익지 않

은 현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계획의 수립을 유보할 수 있는 공간을 구획

하지 않고 현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공간을 소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다면, 정작 기반시설이 필요한 시점이 왔을 때 대응하기 어렵다. 이 점에서 

수립시점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효용성이 잘 드러난다. 

430) 김동근 외,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지이용 유연화 방안, 국토연구원, 2017, 
6-7면 참조.

431) 특별계획구역이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

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

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

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계획구역 제도는 공간의 입체

적, 시간의 간격을 둔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스마트 도시 규율에 유연

성을 준다(｢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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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능적 용도 규제

스마트 도시에서는 한 단위의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기존의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 아파트 한 세대를 예로 들면, 그곳에서 숙

박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식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은행 업무도 

처리할 수 있으며, 학교 수업도 듣고 회의에 참석도 하고 장도 본다. 연결이 

고도화될수록 1 m²당 가능한 활동의 밀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공장도 마

찬가지이다. 3D프린터의 상용화로 제조기기의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사무실인지 공장인지 알 수 없는 생산시설이 늘고 있다.

책상 위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하는 활동은 접속 가능한 서비스의 숫

자만큼 다양해질 수 있다. 스마트 기기가 일상생활에 밀접해질수록, 실제 체

험과 유사해질수록 건축물의 데이터 층에서의 사용은 실제 물리적 공간의 

사용과 달라질 것이다. 건축물이든 기반시설이든 물리적 구조가 제공하는 규

모와 영업의 형태대로 사람들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해방되

지 않는 한, 스마트 도시의 공간 이용을 도시계획 법제가 인지할 수 있는 방

법은 없어진다.

Ⅰ.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1. 경직된 용도의 적용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달리 용도지역의 설정으로 건축물

의 용도 및 개발밀도가 연동되지 않는다. 규율 구조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의 지정목적을 고려하여 유연하고 입체적으로 용도를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

구하고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연동된 용도에 제한된다.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용도를 범위로 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내 지구

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상 불허되는 용도라도 주거지역･상업지역･공
업지역･녹지지역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용도･종류･규모의 건축물을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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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계획으로 허용할 수 있다.432) 이 정도가 현행 지구단위계획이 누릴 수 있

는 유연성의 범위이다.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규율 구조이다 보

니 단일한 주된 활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한 용도 개념을 지구단위계획도 공유

한다. 활동이 복합화되며 발생하는 용도 개념의 한계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된

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에서도 복합용도개발형 지구단위계획이라 하여 활동의 

복합화를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는 존재해 왔다. 복합용도개발형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제시된 기본방향을 

고려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별 밀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의 용도지

역 현황, 기반시설 용량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에 적합한 용도지역을 계획하

도록 한다.433)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건축물의 한정된 물리적 공간에서 단일한 주된 활동

이 발생한다는 용도 개념은 여전히 적용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복합용도

개발용지가 주거용지, 상업용지, 산업용지, 업무용지 등으로 세분된다는 점에

서 알 수 있다.434) 즉, 여기서의 용도 ‘복합’은 공간에서 활동이 중첩되는 것

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다종의 용도가 밀집되는 것을 말한다.

2. 용도의 제한 방식

지구단위계획은 제한 정도에 따라 ‘지정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권

장용도’로 분류하여 용도의 규제 효력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보호가능성이 

큰 용도는 지정용도를, 공익에 비하여 사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는 

권장용도를 규정한다. 재산권의 제한의 정도를 달리하여 다양한 강도로 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은 지구단위계획에 유연성을 더해주는 부분이다. 특

히, 권장용도는 준수시 포상 차원의 인센티브로 기능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

43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2-1 참조. 예를 들어, 제2종 전용주거지역이라도 제3
종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다.

43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7-1-1 참조.
434)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7-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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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할 다양한 차원의 유인을 준다.435) 

다만, 그 범위 안에서 얼마나 세분화 시켜서 적용할 수 있는지는 행정주체

의 재량에 달려있다.436) 개별 구역의 입지 특성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탄력

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지구단위계획 용도계획의 목적이므로 용도지역별 허

용 용도를 한계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세밀하게 규제할 수 있다.437) 국토계

획법의 위임을 받아 실질적인 건축물 용도를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용도계획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분류를 따르되, 권장용도ㆍ불허용도의 예

시로 구체적 업종(예술재료판매점, 성인전용전화방 등), 구체적인 형태(옥외

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를 들고 있다.438)

용도를 정하는 형태는 크게 네 가지이다. 재산권에 제약이 강한 것에서부

터 약한 것 순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강력한 제한은 ‘지정용도’이

다. 용어 그대로 건축물의 용도를 특정 목적으로 ‘지정’하여 그 외 용도를 

가진 건축허가신청은 반려된다. 다음은 건축을 허용하거나 불허하는 용도를 

정한 ‘허용용도’와 ‘불허용도’이다. 보통 허용용도와 불허용도는 같이 정해지

며, 특정 목적이 아닌 용도의 범위를 정한다는 측면에서는 지정용도보다 재

산권 제한의 정도가 약하지만 행정주체의 도시관리의 방향을 반영하여 한정

적으로 건축허가를 발급한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강력한 제한이다. 

가장 약한 용도의 제한은 ‘권장용도’이다. 대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권고

435) 허지인, 개발사업법상 공공시설에 관한 공법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

문, 2020, 202면 참조.
436) 박건우, 지구단위계획과 불허용도 –전주한옥마을 ‘패스트푸드’ 입점금지 사례

를 중심으로-, 건설법연구 제2호, 2019, 57면 참조. 
437) 판매시설(섬유제품관)의 용도를 섬유제품 판매로 한정한 지구단위계획의 용도 

지정이 계획 재량 범위 내로 보았던 법원의 판단도 있다(대법원 2011. 9. 8. 선
고 2009도12330 판결). 법원은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기준에 관

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행정청에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 해당 용도를 인정하였고, 가전제품을 판매한 피고인들이 

불법용도변경으로 국토계획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438)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2017. 7. 13., 37-3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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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로 규정한 용도이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반려되

는 것은 아니다. 권장용도는 권장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주체의 의도로 유도한다는 측

면에서 소유권의 제한이 다른 용도에 비해 약하다.

이러한 용도 제한의 정도는 규제되는 지역의 시급성, 영향력 등 공공의 개

입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변에 학교가 있거

나 역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문화재 등이 있는 경우, 일반 상업지구보다 강

력한 용도 제한이 가능하다. 이는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클수록 그에 비례

하여 사익을 제한할 수 있다는 공법의 기본 원리인 비례성원칙에 따라 당연

한 것이다.

Ⅱ. 스마트 도시를 위한 개선 방향

용도가 복합화된다고 해서 건축물의 활용 양상을 파악할 필요성이 사라지

는 것은 아니다. 과도기 상황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 용도

를 기준으로 규율하고자 했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도시계획 법제는 활

동간 상호관계, 활동의 양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토지이용을 계획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즉 용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왔다. 

건축법은 건축물에서 발생가능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 개념을 이

용한다. 용도를 통해 건축물에 상주하는 인구는 어느 정도 되는지, 건축물 

내에서의 영업이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파악하여 위험방지요건을 규율

한다.439) 

439)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7호 및 제17의2호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분류를 규정하여 피난요건 등을 강화하여 적용하고, 건
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는 건축물 종류 별로 중요도를 달리 부과하여 내

진설계, 설계하중 등을 중요도별로 규율한다.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분류는 건축

법 목적에 맞지 않으니 이와 같이 하위 법령에 따로 개념을 규정하여 건축물 

용도를 건축허가요건에 반영하고 있다.



- 191 -

1. 기능적 용도 분류

건축물 용도 분류는 용도 분류로 달성하고자 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고려

하여 용도군을 설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 건축물 용도 개념이 도입된 것

은 건축물의 개별 안전을 도모하기보다는 토지 이용관계를 규율하는 측면이 

강했다. 건축물 용도의 규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을 통해 도입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의해서였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

로 용도지역을 분류하고, 조선 총독이 각 지역에 건축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였다.440)

1962년에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함께 제정되었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 규정되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의 지정 조문에서 해당 “용

도에 공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체적으로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건축법｣[별표]에서 규정하였다. 

이후 1978년에 이르러서야 건축법에 별도의 건축물 분류체계가 도입되어 32

개의 용도에 대한 분류가 만들어졌다. 

2000년에는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건축법｣에는 위험방지를 위한 건축허가요건 중심으로, 

｢도시계획법｣에서는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건축행위 제한을 중심으로 

규율 체계를 정비하였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던 용도지역 안의 건축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도시계획법｣규제 내용으로 이관하였다. 이 

개정으로 ｢건축법｣에서 규율되던 용도지역별 허용 용도가 ｢도시계획법｣으로 

자리를 잡아갔지만, 건축물 용도 분류는 여전히 ｢건축법｣상 용도분류를 공유

하고 있다. 

단일 활동을 규정한 용도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건

축물 용도 규제 또한 기능적 관점에서 새로 구성되어야 한다. 각 법이 용도

로 규율하고자 했던 목적으로 대략적인 시설군 분류를 하여 그 기능을 관철

하여야 한다.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분류군을 사용하고 있던 ｢건축법｣은 드

440) 구｢조선시가지계획령｣제15조 내지 제19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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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어 규율 목적에 맞는 분류군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건축법｣상 

용도 분류처럼 세세하게 영업별로 규율할 필요는 없다. 스마트 서비스의 발

달로 영업의 종류를 포착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한정된 공간에서 중첩적으로 

활동들이 발생하여 종류를 구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규율목적을 고려한 

기준으로 시설군을 분류하는 것이 최선이다. 

2. 건축법적 관점

우선적으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분류는 건축물의 안전을 규율하는 제도

의 취지에 맞는 분류 시스템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441) 생산설비, 영업설

비 등이 건축구조에 하중을 가하는 정도, 사람이 모이는 정도 등의 기준을 

사용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정해 규제하여야 한다. 개략적 활동의 범위를 기

준으로 용도군을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며 점점 자동화, 사물인터넷 기기가 건축물의 기본

적 기능, 예를 들면 창문의 개폐, 조명, 출입, 냉ㆍ난방 등을 자동으로 조정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동화 건물에서 시스템 오류는 이용자의 신체 안전ㆍ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으로 작동한다. 건축법에서 시스

템 오류와 같은 기반시스템 장애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과 기반시스

템은 연계되어야 한다. 

3. 도시계획법적 관점

(1) 거주 포함 여부 기준

도시계획 법제가 사람들의 활동을 기준으로 도시 공간을 규율하게 된 것

은 근대 도시계획이 위생과 건강의 차원에서 시민들의 거주를 보호하는 데

441) 건축법의 용도 규제 목적과 도시계획법의 용도 규제 목적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혁상 건축법에서 함께 규율되었던 것을 이유로 현재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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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하였기 때문이다.442) 최초의 근대적 도시계획이 1848년 영국에서 제

정된 ｢공중위생법(The Public Act)｣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443) 보호하

고자 하는 거주 공간과 공해를 발생시키는 생산 활동을 분리해야 했으므로 

규제의 대상인 해당 활동을 중심으로 토지의 법적 성격이 부여되었다.

이후 탈산업 사회가 도래하면서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은 사무직 

위주의 업무시설로 비중이 옮겨갔다. 애초에 도시계획으로 분리하고자 하였

던 직장과 주거지의 관계가 변화하여 근접한 입지조건을 선호하게 되었다. 

직주근접이 선호되면서 도시계획은 상업 용도와 주거 용도의 관계를 조정하

기 위해 분화하고 변형되어왔다. 주거지역이 평온함ㆍ쾌적함에서 더 나아가 

편리함을 추구하게 되면서, 주거지역은 상업지역과의 접근성을 기준으로 종

류가 분화되어 왔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영업시설을 가장한 주거 용

도(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가 등장하고, 일부 주택은 상업지역에서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다시 말해, 용도는 주거지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다른 활동의 관

계를 설정하기 위해 선택된 개념이다. 스마트 도시에서 용도 개념이 붕괴되

는 것도 거주 활동이 개별적이고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다른 활동과 일

률적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도시

의 용도 규제 기준점은 다시 거주 활동에서 나온다. 아무리 주거 환경이 요

구하는 입지 조건이 달라지고, 업무, 편의 기능, 공공 서비스 등과의 관계도 

다변화된다 하더라도, 포기될 수 없는 시설물 요건과 건축물, 입지 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거주 활동이 해당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는 한, 야간의 

정숙성, 쾌적성과 같은 입지 조건은 적용될 수밖에 없다. 

442) 김상조, 용도지역에서 건축물과 토지 특성을 고려한 허용용도 설정 연구, 서울

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11-12면 참조.
443)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열악한 노동자의 주거 환경, 위생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중위생법｣뿐만 아니라 수공업자와 노동자의 주거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의 최저 수준을 규정한 ｢토런스법(Torren’s Act)｣, 비위생적인 지역에

서의 건축 활동을 규제하는 ｢크로스법(Cross’s Act)｣ 등이 뒤이어 제정되었다. 
조재성, 21세기 도시를 위한 현대 도시계획론, 한울아카데미, 2020,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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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 외부 영향력 판단

거주 활동의 포함 여부가 용도 규제의 시작점이다. 거주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음방지, 일조 확보, 교통 접근성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

다. 그 건축물이 요구하는 정숙성 또는 편의성 등의 가치를 명시적으로 규정

하여 건축물 내 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기존과 같이 그 기준

이 구체적인 활동의 종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개략적 활동 집합의 

외부 영향력을 고려하여 건축물이 요구하는 정숙성에 부합하는지 판단한다.

거주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기능적 생활권에서 

요구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한에서 자유롭게 건축물 내 활동을 규제할 수 있

을 것이다. 환경, 문화재 보호 관점이라면 폐기물ㆍ공해물질 배출 정도가 판

단기준이 될 것이고, 방화지구와 같이 재난 방지가 특별히 고려된다면, 영업

가능 업종이 제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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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통합적 형태 규제

건축물 형태의 큰 틀은 건축허가요건을 통해 형성된다. 건축허가요건은 세 

가지 관점에서 구성되는데 도시계획법적 관점은 주변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을 고려하여 개략적 부피를 통제한다. 건축법적 관점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한 

시설 요건을 규제하고 영업법적 관점에서는 영업을 위한 물리적 시설기준을 

요구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연계하므로 위 세 가

지 관점을 통합적으로 반영하여 형태를 규율할 수 있다.

Ⅰ.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형태를 규율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

로 분류된다. 첫째는 건축물의 개략적 부피를 정하는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제한이다.444) 기반시설의 적절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관점이 반영된 도시

계획적 개발밀도 규율이다. 둘째는 건축계획에 의해 수행되던 건축물의 설계

에 관한 요소이다.445)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조화롭게 매개하려는 지구

단위계획의 입법취지상 건축설계요소를 일부 규율한다.

건축계획과 연계된다는 점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여금 건축계획에 무한정 

개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 영역으로 

보던 건축계획의 설계 요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므로 그 범위는 공익적 목

적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건축선 배치는 가로 경관과 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우에 규제할 수 있고,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은 도시 전체 경관과 스

카이라인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다.446)  인공구조물의 색채, 간판의 크기ㆍ

형태, 대문, 담ㆍ울타리의 재료나 색채의 제한도 가능하다. 경관 조성의 목적

이 비중있게 고려되는 역사적 가로 등에서는 건축물의 특징적인 형태, 외벽 

444)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9절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참조.
44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11절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참조.
446)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10-1, 3-1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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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와 높이, 디자인, 지붕, 담장 등의 기준까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할 수 

있다.447) 

Ⅱ. 스마트 도시를 위한 개선 방향

1. 다양한 계획 요소의 통합

스마트 도시의 본질적 특징을 구성하는 데이터 층은 도시의 각 층위를 결

합한다. 스마트 도시가 고도화될수록 그 결합은 예상하지 못하는 형태들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 층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도시 공간을 규율

하는 도시계획 법제의 역할에 변화의 압력을 가한다. 다양한 층위의 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서는 물리적 공간의 활용을 인지할 수 없고, 규율

할 수 없게 된다. 지구단위계획의 부속규정 존재는 규율 범위를 확장시킬뿐

만 아니라 다양한 계획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규율할 수 있게 한다. 

현행 지구단위계획은 획지에 대한 계획, 건축물 용도ㆍ형태에 관한 계획, 

보차동선 등 교통계획, 환경관리계획을 연동하여 규율한다. 부속규정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의 통합적 규율은 스마트 도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

수도 쉽게 도시계획수립과정에 포섭할 수 있게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다양한 계획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다. 

면적을 나누어 건축행위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제와 달리 지구단위계획은 구

체적인 건축물 및 기반시설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상세하고 입체적

인 규율이 이루어진다. 단순히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부속규정의 존재로 “교통처리계획”, “에너지절감계획”, “방재계획” 

등 고려되어야 하는 계획의 수만큼 통합할 수 있다. 

스마트 교통서비스로 교통수단이 변화하면 건축물의 진입로, 출입구 등도 

달라진다. 자율주행차량의 통행방식을 반영하여 주차장의 구조를 달리 규정

할 수 있고, 공중 공간을 사용하는 드론을 위해 고층이나 중층에 출입구를 

447)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3장 제16절 경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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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할 수 있다.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도로 등 기반시설의 용량도 함께 

늘어난다. 도로의 폭은 물론 정보통신망과 같은 기반시설도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규율되어야 한다. 즉 공간

을 설계할 때 고려해야 하는 복합화된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통합적

으로 규율할 수 있다. 

2. 건축계획에의 적극적 개입

교통계획이 건축물 내부와 연결되고, 경찰ㆍ방재기능이 기반시스템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와 긴밀하게 연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스마트 도시가 고도화

되면 도시계획 법제는 건축계획과 긴밀하게 결합될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지별로 건축설계 요소를 규

율하는 방식은 스마트 도시에서 특히 유용하다.448)

이는 공공이 민간영역이었던 건축 설계요소에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다양한 공적 요소들은 제한

하는 목적에 따라 개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건축허가 요건을 발급하

지 않은 방식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강한 공적 목적(가령, 건축구조 안전)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강제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어려운 공적 목적(가령, 

도시 미관)도 존재한다.

지구단위계획의 효용성은 계획의 내용을 관철하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

다는 점에서도 존재한다.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건축허가요건에 반영되어 

강제되는 항목들과 인센티브 등으로 유도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센

티브란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된 규제에 의한 손실을 보상하

거나 제시된 조건의 수용을 촉진 또는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인센티브는 

자발적인 공익증진을 위한 행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유인수단으로 출발하

였으나, 추가적 규제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화사항으로는 공

448)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1-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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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설 등의 부지 제공 및 설치 제공으로 인한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완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의무면적 초과 설치시 용적률 및 높

이 완화,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완화, 건축법에 따

른 대지의 조경, 공개공지의 확보,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규정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이 있다.449) 연계되어 통합적으로 

고려되는 계획의 종류가 많아질수록 인센티브로 부여할 수 있는 항목도 많

아질 것이다. 

제4장 제2절에서 물류센터의 기능변화를 건축법이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

문에 물류센터가 지속적으로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문제는 건축법이 건축물 용도의 유연한 변화에 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 있다. 건축법이 건축물의 기능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위험방지를 

위한 건축법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재난의 사전예방적 기능도 발

휘하지 못한다.

건축법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용도의 변화를 인식하고 용도 분류를 조정하

며, 그에 필요한 새로운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창고시설과 관련해서 건

축물 용도분류가 신설된 이래로 의미 있는 개정이 한 번밖에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건축법의 이와 같은 대응은 불가능에 가깝다. 

새로운 시설의 기능은 건축물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영업의 변화는 토지이용계획에 영향을 주는 바가 더 명확히 드러나므로 도

시계획적 규제가 용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더 민첩하고 용이하다. 따라서 위

험방지요건은 건축법의 관할이지만 지구단위계획 수립과정에서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건축법의 대응

을 기다리지 않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법이 건축물의 기능 변

화를 인지하고 대응할 때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지구단위계획이 보완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은 유연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449)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제3장 제2절 행위제한의 완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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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합화된 활동의 수용

같은 맥락에서 영업법제 시설기준 차원에서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건축물

의 이용이 있다면 지구단위계획 차원에서 조정될 수 있다. 아파트 부설주차

장 기준에 택배차량 출입이 고려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건

축 설계요소에 개입하는 방법 외에도 전용 건축물 등을 기반시설을 수익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지구단위계획으로 유도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이 건축물의 형태에 개입하여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는 정도

는 계획의 내용마다 다르다. 개입의 정도에 따라 재산권의 제한을 달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수법은 지구단위계획이 스마트 도시를 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450) 

450) 건축허가요건 완화(인센티브)는 공공시설부지 제공 등 도시환경의 개선을 유도

하기 위하여 계획된 도시계획 수법으로, 주로 용적률 완화를 대상으로 한다. 필
지별로 규정된 공공기여 권장사항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거나(포상 차원의 인센티

브), 공공시설 부지 또는 시설물의 제공을 유도하는(보상 차원의 인센티브) 역할

로도 기능한다. 허지인, 앞의 박사학위논문, 201-20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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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기반시스템을 활용한 도시관리체계

기반시설을 통해 수행되던 공공서비스가 데이터 층을 통해 고도화되면서 

기반시스템과 결합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운영하던 

도시관리 방식은 기반시스템과의 결합을 고려하여 재편될 필요가 있다. 지구

단위계획을 통해 기반시스템의 구축과 활용이 도시계획 법제와 연계되어야 

한다.

Ⅰ. 현행 지구단위계획의 규율

1. 기반시설의 설치 내용 반영

지구단위계획이 도입된 목적 중 하나는 기반시설을 주변 토지이용계획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하기 위함이다. 이를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규정하

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시설계획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도시

계획시설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고, 그 내용을 지구단위계획이 반영하여 표

시해줄 뿐이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 기반시설에 관한 수립기준

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시설규칙과 함께 설치기준으로 

고려된다.451) 지구단위계획에 표시되었으나 아직 도시계획시설계획이 수립되

지 않은 기반시설 설치 내용은 앞으로의 도시계획시설계획 수립시 가이드라

인의 역할을 한다.

451)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5-6.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3-5-2.외의 기반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다

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여야 하며, 구역외 기반시설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해 도시ㆍ군계획시설로결정･변경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동시에 결정 또는 변경결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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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류의 제한

모든 기반시설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구단위

계획수립지침｣은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중 일부를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5� � 지구단위계획에�규율될�수� 없는�기반시설

구분 개별 시설 제외되는 시설

교통시설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

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철도ㆍ항만ㆍ공항ㆍ궤도

ㆍ차량 면허시설

공간시설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

공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공원, 유원지

유통ㆍ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

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유류저

장 및 송유설비

공공ㆍ문화체육

시설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

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

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

른 학교

방재시설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

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

ㆍ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도축장

환경기초시설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

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수질

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규율할 수는 있으나 철도, 궤도, 유류저장ㆍ송유설비

와 같이 광역 범위에 걸친 기반시설이거나, 공항, 항만과 같이 그 수가 적어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 범위가 넓은 기반시설은 제외된다. 대학, 묘지공원, 

도축장과 같이 특수한 공적 목적이 고려되어야 하는 시설도 제외된다. 그밖

에,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



- 202 -

반시설 또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기반시

설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정할 수 있다.452)  

(2) 기반시설의 용량 산정

지구단위계획은 적절한 기반시설의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도 제시한

다.453) 당해 구역의 상주ㆍ상근ㆍ이용 인구, 주변지역의 개발가능성 등 다양

한 고려요소가 존재하지만 가장 명확한 기준은 용도이다.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공급처리시설의 용량은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용도를 기준으로 설

정된 용적률･높이 등과 연계하여 산정된다.454)

용도지역의 대분류를 넘나드는 것을 금지하고 종 상향을 엄격하게 규율하

는 것은 기반시설의 적절한 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과 부합한다. 종 상향

은 개발밀도를 상승시켜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지구단위

계획 내 공공기여 운영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2. 개별 시설의 설치기준

개별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은 주로 도시계획시설규칙 또는 개별시설의 영

업법제에서 정하고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는 구체적 물리

적 시설 기준을 정하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연계시켜야 할 계획의 내

용을 주로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의 경우 가로망의 형태가 도로를 

사면에 둔 가구(街區, Block)를 형성하고, 이 가구를 획지하여 건축물이 건축

될 필지를 만든다. 교통시설이 토지의 건축적 이용과 맺고 있는 밀접한 관계

를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 내 교통처리계획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452)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5-2 표에서 ‘기타시설’ 항목 참조.
453)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7.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설비 등 기반시설의 처

리･공급 수용능력과 건축물의 연면적이 적정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454)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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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의 크기를 정하고, 필지, 건축물의 배치를 고려하여 가구 내 도로와 적

합한 주차시설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455) 

교통시설뿐만 아니라 전기, 물 등 공급시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고려하

고 있다.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물리적 시설의 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기보다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에너지 이용계획, 수자원계획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수준이다.456) 이를 반영한 친환경적 지침, 예

를 들어 빗물재활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거나 옥상을 녹화하는 등의 사항들

은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유도된다.

Ⅱ. 스마트 도시를 위한 개선 방향

1. 기반시설 용량 산정방법의 변화

스마트 도시가 고도화될수록 용도의 기준이 더 이상 사람들의 활동량과 

이동관계를 객관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기반시설 용량을 산정하기 위한 

다른 기준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준점은 데이터 층에 수집되는 데이터

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물리적 시설 층을 반영한 공간 정보와 서비스 층

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을 담은 빅데이터가 데이터 층에 축적되어 

공공서비스가 제공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도시계획의 실패가 발생하는 정확한 지점을 도출할 수 있

다. 데이터를 활용하면 공공서비스를 최적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기

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통신 관련 장치의 통합적 규율

기반시스템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연결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하

455)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6-4 참조.
456)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3-4-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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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요건이다.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과 함께 유ㆍ무선

센서와 같은 정보수집장치, CCTV, 정보 저장장치 등이 함께 설치되어야 한

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를 모두 ‘스마

트도시기반시설’로 포섭하여 스마트화된 기반시설의 일환으로 규율하고 있

다. 그러나 기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시설들은 그 설치방식

이 각각 다르다.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도시계획시설계획을 통해 지하 공동구에 매설되어야 

하고, 가로등, 신호등, 건축물 등에 정보 수집ㆍ제어장치, 카메라 등은 도로 

변에 설치되거나 가로등, 신호등 등의 노변 설치물에 부착되어야 한다. 도시

계획이 건축물 내부로까지 개입하게 되면 건축계획과 함께 설계되어 설치되

어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토

지이용계획, 건축물계획 등과 함께 기반시스템 수립계획이 연계되어야 효과

적으로 기반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특히 (아직 논란은 존재하지만) 지방자치

단체가 자가망을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도시철도와 같이 기존 도시계획시설계획까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457)

3. 기반시스템과의 결합

스마트 도시는 물리적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기반시스템은 데이터 층에

서 형성되어 작동하는 시스템이므로 지도에 표시될 수 없다. 그것이 3차원 

입체 지도라 할지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활동, 즉 공공

서비스는 데이터 층과 연계하여 물리적 시설 층을 초월하여 이루어진다. 

(1) 도시계획 표시 수단의 변화

문제는 행정청이 스마트 도시에서의 토지이용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457) 김익회,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야 제도개선의 의미와 중요성, 한국도

시지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2019, 27-2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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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활동을 행정청이 인지하

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행정청이 인지할 수 있는 범위는 도시계획이 표시

되는 수단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의 지형도면을 

통해서는 도시 공간을 2차원 평면으로 인지하여 토지의 구획을 통해 규율해

왔고, 지구단위계획의 지형도면과 부속규정을 통해서는 입체적 시설물까지 

인지하여 규율하고 있다.

스마트 도시는 데이터 층을 매개로 작동하고 있는 일종의 시스템이다. 기

존의 설계도면에서 벗어나지 못한 도시공간 인식으로는 스마트 도시에 접근

하기조차 쉽지 않다. 스마트 도시 시스템상에서 변형된 공간 이용이 물리적 

시설 층을 건드리면 그제서야 뒤늦게 작동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적절

한 도시관리를 위해서 도시 공간의 활용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실시

간으로 업데이트될 수 있는 시스템적 요소가 도시계획 내용의 표시 수단으

로 포함되어야 한다. 

기반시스템과 기반시설을 통합된 절차에서 규율하지 않고 별개로 규율한

다면 도시 운영에 비효율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통합되지 않은 절차에서 

사람들의 동선을 제어하고자 한다면, 물리적 시설물을 세워 통행을 유도하

고, 이를 별개의 절차를 통해 기반시스템에 반영하여 공간 정보를 업데이트

하고, 관련 서비스(내비게이션 등)에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

해야 한다. 만약 기반시스템, 관련 서비스, 사람들의 스마트 기기 등 어느 한 

지점에서 업데이트가 지연되면 사람들은 직접 와서 통행이 변경된 사실을 

보고 우회해서 돌아가야 한다. 기반시스템에 의존하는 자율주행차량과 같은 

개체가 늘어날수록 비효율로 발생하는 비용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스마트 도시는 물리적 공간으로 특정되는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구조이다. 기존 도시계획 법제로는 도시 공간에서 운영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더 나아가 적극적 도시관리 서비스도 점

점 데이터 층과 결합되어간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의 수준도 높아진다. 데이터 층과의 통합적 운영 없이 물리적 기반시설을 제

공하는 것만으로는 점점 행정주체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보기 어려워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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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즉, 스마트 도시의 데이터 층을 주축으로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을 

물리적 시설 층과 함께 규율할 수 있는 인지 수단(새로운 도시계획)이 없는 

이상 스마트 도시에서 도시관리시스템이 작동될 수 없다. 

(2) 행정청의 정보 관리

도시 공간이 복합적으로 형성될수록 도시 관리주체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한다. 환경문제가 대두되면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위하여 녹

지 공간 확보, 친환경 에너지 시설의 설치 등이 계획의 목적으로 포함되는 

것과 같다. 기반시스템을 통해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면 보안 강화, 연결망의 

안정적 기능 확보 등의 목적이 행정주체의 업무 범위를 상당 부분 변화시킬 

것이다. 기반시스템이 활용하는 데이터에 인간의 존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감 정보, 사생활 정보, 국가의 안보 사항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주체

의 유지ㆍ관리 책임이 나온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물리적 시설의 설치, 교

통 통행로의 제한, 정보통신망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기반시스템 구축망 

관리 등 물리적 시설 층의 관리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현재에도 행정청의 공공 정보를 관리할 의무가 존재하지만 도시관리의 차

원이 아니라는 점이 한계이다. 현재 공공정보를 규율하는 ｢공공데이터의 제

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공공 영역에서 공공기관이 수집하거나 

생산한 정보를 관리하는 법이므로 정보의 범위에 제한이 있고, 물리적 시설 

이용관계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행정주체는 기반시스템을 활용하

여 물리적 시설 층과 데이터 층의 결합이 강화되는 스마트 도시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물리적 시설 이용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도

시계획 법제 관점에서 중요 정보로 포착하고, 정보의 수집ㆍ공유ㆍ활용 과정

의 규율이 필요하다. 기존의 도시관리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중심으로 운영되

었다면 스마트 도시의 관리는 외부 위해요소로부터 기반시스템을 보호하는 

운영ㆍ관리의 측면이 강화될 것이다.

최근 KT의 통신망의 마비로 음식점의 결제서비스는 물론, 학교 수업, 119 



- 207 -

긴급출동 서비스까지 모두 마비되었다.458) 도시 전체가 정보통신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통신망의 해킹 또는 셧다운으로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만다. 정보통신망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도심 중앙부 도로가 차단되는 상황

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국가적 재난이다. 점점 더 정보통신망으로 다양한 영

역들이 연결되고 있으므로 국가 차원에서 기반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책임이 함께 커지고 있다.

4. 거버넌스의 변화

거버넌스란 국가, 시장, 시민사회가 수직적ㆍ일방적 관계에서 벗어나 형성

한 협력체계를 일컫는다.459) 도시계획 수립 절차에서의 거버넌스 주체는 행

정청과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주민이 있다. 스마트 도시에서 기반시스템을 

활용한 도시관리는 거버넌스에 영향을 준다. 변화를 불러오는 첫 번째 지점

은 공공서비스 주체의 다변화이다. 전통적으로 행정주체가 갖고 있는 도시관

리의 권능이 분산화된다.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으로 갖고 있던 전력 공급 

서비스가 시장에서의 전력 거래로 대체되기 시작하면 그 서비스의 공공성의 

층위도 다양해진다. 즉, 공적 서비스 제공자의 지위에서 기인한 공공성을 바

탕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기반시설의 설치절차, 도시관리시스템이 각 공공

성의 정도에 맞춰 다양하게 변모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법적 지위 변화이다. 스마트 도시

에서 기반시스템을 통해 도시가 관리되면, 기반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고, 활

용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있는 시민들의 법적 지위도 달라진다. 단순히 도시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동적 지위에서 적극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ㆍ

변경과정에 참여하는 지위로 변화한다. 데이터가 시민들의 개인정보, 사생활

458) 중앙일보 2021. 10. 29.자 기사, ｢‘exit’ 하나 빠져 전국 마비…‘세 번의 과실’이 

빚은 KT 먹통 사태｣(최종접속일자: 2021. 12. 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366#home)

459) 남태우ㆍ최홍석, 스마트시티를 위한 플랫폼 거버넌스: 바르셀로나, 스톡홀름, 코
펜하겐 사례로부터의 교훈, 도시행정학보 제32집 제4호, 2019, 22면 참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19366#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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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것이고, 도시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스템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단

순 주민 참여 절차와는 다른 의사결정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행정주체가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용도 기준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기준으로 그 위치와 면적, 기능을 규율하게 되면 그 설치 과정에서부터 데이

터 생산자로서 동선,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불편사항 등을 반영할 수 있다. 

절차상으로도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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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제 1 절  요 약

역사적으로 ‘도시’는 사람들이 한정된 공간에 모여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한

다. 집중된 인구를 수용하고, 경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건축물, 기반

시설 등 물리적 시설이 갖추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가 형성되고 법

과 제도가 발전하였다. 즉, 도시는 시민들의 삶과 이를 담는 물리적 공간으

로 이루어졌으며, 양자는 서로 영향을 주며 발전해왔다. 시민들의 활동 변화

가 도시의 물리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물리적 구조의 변화가 시민들의 생

활을 변화시켜 왔다.

스마트 도시로 진입하면서 양자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기존 도시는, 사

람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된 활동은 단일하고 활동의 크기

와 종류는 물리적 시설의 구조에 따른다는 문법에 따라 형성되어 왔다. 활동

량이 커지면 비례하여 규모가 큰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고, 종류가 다양해지

면 별도의 물리적 시설과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도시계획 법제는 이를 기

준으로 2차원 평면의 토지를 사람들의 특정 활동별로 구획하고, 건축물의 개

략적 용도와 형태를 그에 연동하여 규율하여 왔다. 도시의 기능을 원활히 하

기 위한 기반시설도 공간별로 배분된 특정 활동과 활동간 관계를 반영하여 

설치되었다. 기반시설이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역시 해당 시설의 물리적 구조

에 의존하므로, 시설이 수용하는 활동량은 그 규모에 비례하고 서비스의 제

공범위와 내용은 시설의 위치와 형태로 결정되었다. 

스마트 도시를 구성하는 스마트 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는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활동을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조금씩 해방시키고 있다. 

도시 공간에 형성된 거대한 플랫폼, 즉 데이터 층을 매개로 사람들이 개개인

의 수요에 맞춰 공간을 복합적ㆍ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물리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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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원에서도 스마트 교통서비스를 통해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기존보

다 도시 공간을 입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반시설도 데

이터 층에 형성된 기반시스템과 결합하여 고도화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진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방향성은 도시를 형성하고 규율하는 기

본 틀을 변화시킨다. 

본 연구는 스마트 도시를 규율할 수 있는 도시계획 법제의 완성된 형태를 

제안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제 막 스마트 도시에 진입한 과도기 단

계에서 고도화된 스마트 도시의 공간 이용방식을 유추해낼 수 없었기 때문

이다. 다만, 규율의 기본 틀이 변화하는 지점을 포착하여 다음 세대의 도시

계획 법제를 위한 변화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한 

방향성의 핵심은 총 세 가지이다. 첫째, 한정된 공간에서 수행되는 활동이 

복합화되므로 더 이상 활동의 종류로 공간을 구획하여 일률적 요건으로 규

율할 수 없다. 둘째, 도시계획 법제로 규율되는 범위가 공중ㆍ지하로 확장되

고 건축물 내ㆍ외부 구조 및 형태에까지 미친다. 마지막으로 셋째, 데이터 

층을 통해 공간 이용방식이 중층화되면서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 등이 통합적으로 연계된다.

이와 같은 방향성에 맞추어 현재 도시계획 법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일

한 대안은 지구단위계획이다. 용도와 이에 연계된 건축허가요건 대신 지구단

위계획의 규율 구조를 활용하여 필지별로 용도와 형태를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다. 부속 규정 등을 활용하면 2차원 평면의 지형도면에 국한된 규율 범

위를 입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표시하는 수단이 3차원의 

공간 정보시스템으로 진화한다면 다양한 시간적ㆍ공간적 요소들을 유연하게 

담아 규율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데이터 층을 매개로 연계되는 기반시

설계획,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을 중층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규율

할 수 있다는 점이 지구단위계획의 효용성을 배가시키는 부분이다. 물론, 이

와 같은 지구단위계획의 활용은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에 종속된 지금의 형태

로는 불가능하다. 유연한 규율 목적을 반영하여 독립적이고 기능적인 용도 

분류를 갖추고, 이를 활용한 탄력적 규율체계를 정립하였을 때 가능한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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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이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연결이 고도화될수록 우리의 일상생활은 크게 변화

할 것이다. 도시의 물리적 구조도 끊임없이 변화의 압력에 노출될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물리적 시설은 한 번 형성되면 변경되기 어렵다. 특히 건축물 

단위에서 블록 단위로 확장될수록, 기반시설과 연계되어 있을수록 변경하기

가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스마트 서비스 이용자가 밀집해있는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도시화가 진행된다면, 기존의 물리적 시설을 전제로 짜여 

있는 권리관계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한 현시점에

서 선제적으로 스마트 도시의 방향성을 읽고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려는 적

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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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 어

스마트 도시로의 진입은 컴퓨터의 발견과 비견될 수 있다. 컴퓨터 발명 이

전의 사물들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발명되었다. 펜은 무언가를 쓰거

나 그리기 위해, 계산기는 수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고안되었

다. 해당 사물들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고유의 기능으로 정의되어왔다. 그

러나 컴퓨터의 경우 사용하는 목적을 특정하기 어렵다. 컴퓨터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은 셀 수 없고, 관련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 수도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므로 컴퓨터는 사용 목적 대신 작동방식을 특징으로 

하여 ‘수학적으로 완결된 논리구조를 가진 프로그램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계장치’라 정의된다.460) 

스마트 도시 이전의 도시는 컴퓨터 발명 이전의 사물들이 작동하는 방식

과 일맥상통한다. 일정 공간에 부여된 특정 기능(활동의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물리적 시설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규율되어왔다. 거주 활동을 

이루어지는 주택, 업무가 수행되는 업무시설,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는 도로

가 목적이 특정된 물리적 시설의 예이다. 목적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입지조

건과 목적이 수행될 수 있는 물리적 시설의 구조를 도출하여 설치하고 관리

하였다. 

그러나 스마트 도시의 공간은 컴퓨터와 마찬가지로 목적이 특정될 수 없

다. 데이터 층과의 연결을 통해 공간의 이용 목적, 즉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

기 때문이다. 용도의 범위는 스마트 기술ㆍ서비스의 발달과 함께 물리적 시

설을 초월하여 더욱 확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스마트 도시를 컴퓨

터를 정의한 관점에 따라 ‘물리적 시설 층, 데이터 층, 서비스 층의 구조를 

통해 사물과 사람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며, 개인의 용도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도시’라 정의하였다. 

수단이 만능에 가까워지면 수단을 사용하는 목적이 중요해진다. 계산기와 

460) 정재승, 열두 발자국, 어크로스, 2018, 2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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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다. 계산기는 그 기능이 곧 목적이므로 계산

기를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어려운 

수식을 계산하였는지 간단한 연산을 수행하였는지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그

러나 컴퓨터는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발생시킨다. 사회 전반

의 운영을 효율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동시에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해킹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이 비유는 기존의 도시와 스마트 도시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이제껏 유사

한 물리적 시설을 갖춘 도시 간에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다르지 않았

지만, 스마트 도시 단계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시

설이 유사하다 하더라도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그 안에 담기는 시민

들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스마트 도시로 진입하는 현 과도기 시점에 

우리는 스마트 도시로의 움직임을 정확히 인지하고, 도시 공간을 활용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의 방향성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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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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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enter a smart city, the limitation of physical space gradually 

disappears. All we need is a laptop, the Internet, and a sitting area to carry 

out activities that used to take place in classrooms, conference rooms, and 

offices. Instead of physically moving for a specific activity, we use smart 

devices to work, shop, do banking and enjoy leisure activities like watching 

movies. As the smart city platform connecting things and people through the 

Internet becomes densely formed, the use of urban space will change in a 

complex and flexible manner according to individual needs.

Regulations of the urban planning legislation presupposes the concept of 

‘use’ in which a single main activity is performed in a limited space. Based 

on activities classified as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the use of 

land is set, and the use and form of buildings are restricted. By reflecting 

the contents of each activ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ies, zoning 

plans and infrastructures are arranged. Therefore, the usage of space 

transformed by the smart city disables the basis of the urban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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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islation. Activities performed in an overlapping manner in a single space 

destroy the concept of conventional use, and the current legislation is 

divorced from reality.

Furthermore, the way urban planning legislation regulates infrastructure is 

also under pressure of change. The public services provided to support the 

function of city have been performed by the physical infrastructure. 

Therefore, duties of public service provision of administrative entities were 

regulated based on the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This 

current method is difficult to contain the advanced public services to be 

provided in smart cities since smart public services transcend the physical 

structure of infrastructure and are provided in a combined form with the 

system of the city platform. This study proposes the concept of 

‘infrastructure system’ to explain how the functions of infrastructure are 

systematized in a smart city.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alternative directions by identifying the 

points where smart cities collide with the current urban planning legislation. 

There are total of three findings from the study. First, since mixed activities 

are performed in a limited space, it is no longer possible to divide the 

space by type of activity and regulate it with a unified requirement. Second, 

the scope governed by the urban planning legislation expands to the airspace 

and underground, while extending to both the interior and exterior structure 

and format of buildings. Finally, as usage of space is compounded through 

the city platform, the planning process of land, architecture and infrastructure 

is integrated.

In line with this direction, the only alternative that can be used in the 

current urban planning legislation is the district-unit plan. By utilizing the 

regulatory structure of the district-unit plan, the use and form of buildings 

in each lot can be regulated in more flexible way. The scope of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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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ited to the two-dimensional topographical map can be expanded 

three-dimensionally by utilizing plan addendum. Above all, the fact that it 

can regulate various plans linked through the city platform in an integrated 

way raises the effective value of the district-unit plan. Of course, such use 

of district-unit plan is not possible in the current regulation system that 

works subordinate to the zoning plan. It is a blueprint that can only be 

achieved when an independent and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use is 

provided, and a flexible regulatory system is established as a result.

Keywords : Smart City, Land Use, Zoning Plan, District-unit Plan,  

Infrastructure System 

Student Number : 2017-3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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