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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問世界에서 한 專攻分野가 形成되는 過種은 여러가지 偶然的인 또는 必然的인 緣由에 

起因한다.À間의 員理探究의 새로운 領域(또는 對象)이 閒tl:i되어서 새로운 專攻分野가 열 

리 기 도 하고， 지 금까지 한 專攻으로 생 각되 어 요던 分野에 서 새 로운 方法論(또는 技術)이 

開發되어서 또 하나의 分科學問을 단생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어떠한 緣由에 起因한 것이 

든， 學問世界에 서 의 이 같은 專攻分科化는 根本的으로 學問을 實鐘하는 「맑究作業의 專門化

(specialization) J에 지 나지 않는 것 이 라고 하겠 다. 다시 말해 서 學問의 모든 分科는， 學間

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限， 人間의 員理探究의 道를 實錢한다는 뜻에서 同質的인 것이고， 

다만 한사람 또는 어떤 한 集團이 人類 關心의 全領域 또는 人間이 考案해낼 수있는 모든 

方法論을 動員해 서 짧究를 감당할 수 없기 때 문에 對象 · 領域과 方法論에 따른 作業分擔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려나 本來는 이같은 作業分擔에 지나지 않던 것이더라도， 어느 흉度의 時間이 지나고 

나면， 같은 對象 乃至 領域 또는 類似한 方法論을 따라서 맑究作業에 從事하여 모든 사람 

들間에는 意思의 交流가 보다 쉬워지고 나아가서는 自己 領域 뿐만 아니라 다른 領域의 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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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을 보는 眼目 乃至 이른바 世界觀마저 共有하게 된다. 이같은 同質的인 關心을 갖는 사 

랑들이 意識的으로 하나의 集團을 形成하고 그들이 共通的jζ로 有意하다고 생 각하는 領域

과 또 그 領域에서 쫓當하다고 認定하는 方法論에 따라서 後輩들을 養成하거나 그들間에 

따究活動을 評價하는 등의 行寫를 하게 되면， 그 分科學問은 드디어 當代의 學界一般에서 

公認된 專攻이 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學問의 分科 乃至 專攻分野란 결국 위와 같 

은 過程을 通해서 그 없究實行이 「制度化펀 作業分擔(institutionalized work‘division)J이 

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學界에서 이 처 럼 그 빠究作業。l 專門化되 고 또는 分業化되 어 가는 過種가운데 , 特

히 二十世紀에 들어 와서 , 이 른바 基鍵科學과 應用科學이 라고 하는 또한가지 의 追加的인 

分科基염흙이 導入되 었다. 그래 서 前者에 屬하는 學問世界에 있어 서 의 專門化 · 分科化는 순 

수히 휩理探究의 方法論(disciplines)의 相異함에 依해 서 招來되 고， 反面 後者의 경 우에 는 

學術的 知識活用의 새로운 社會的 必훨 乃至 새로운 領域의 開짧으로 因해서 그 分業化가 

招來되 는 것이 라고 보는 것이 一般的인 생 각이 다. 다시 말해 서 前者는 方法論上의 專門化

(disciplinary specialization) 이 고， 後者는 關心類域의 專門化(field specialization)라고 보 

는 경향이다. 

이러한 뜻에서 後者， 郞 應用科學世界에 있어서 學問上의 分科 乃至 專攻領域은 그 分野

에서 開發되는 知識의 社會的 實用性의 領域과 大體로 ‘一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다시 말해서 社會에서 어떤 特珠한 問題의 集合(set) 이 새로운 技術(technology) 1)의 

開發을 훌請하게 되 면， 이 같이 認識된 새 로운 問題의 集合이 이 새 로운 技術맑究의 固有한 

專攻領域이 되고 그 學問分科의 獨自的언 陽究對象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應用科學界에 있어서의 한 專攻分野 또는 分科의 固有性 乃至 正體性(identity)

은， 그 分野에서 開發되 리 라고 社會가 期待하는 技術 또는 技法에 對한 社會的 所要(needs)

의 變動過짧--郞 그 歷史的 服絡--과 同時에 當代에 그 分野 技術 寶錢에 關聯되어 있 

는 社會制度的 環境(milieu)에 依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하아비 퍼얼로프(Harvey Perloff) 

가 美國에서 都市計團I技法의 適用範團가 時間의 흐롬에 따라서 정 정 -넓 어 져 온 「追加的 屬

性J (addi ti ve character) 2)을 려 고 있 다고 말한 것 이 這間의 事情을 잘 表現하고 있다. 까 

論 應用科學分野에서 g￥究 • 關發되 는 技術도 「調製된 學閒的 知識」인 限， 學問發達의 論理

乃至 그 體系性에 依해서도 支配 當하고 있을 것엄이 分明하다. 따라서 應用科學分野에서의 

한 專攻 또는 分科의 形成過짧은 그에 對한 社會的 所횟의 용흩史， 當代 그 技術實錢의 制度

的 環魔 그리 고 다른 學問分科와의 關係 등 三要素間의 交互受精(crossfertilization)에 依

1) 이 경 우에 “技術”이 란 癡念은 實社會의 問題解決에 有用하다고 判斷되 는 “調製펀 學術的 知識”
올 意味한다， 

2) Harvey PerloH, Ed;μcation for PlanmOng: Citt"es, State and Region (the Johns Hopkins 
Press, 1957,) Po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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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都市計앓1學도 운명 應用科學의 한 分野라고 

하여야 할 것이고， 이 論文은 都市計짧}學에 있어서 위와 같은 三홈素間의 交互作用을 살펴 

서 요늘 우리의 都市計뽑I學의 應用科學의 한 專攻分科로써의 合當한 船究領域을 確認해 보 

려는 것이다. 

n . 歷史的 服絡

1. 公댔衛生改善運動 

紀元前 五世紀경 에 그리 스의 여 러 都市의 計훨l案을 作成하였다고 알려 져 있는 밀레 투스 

의 히 포다무스(Hippodamus of Miletus)플 f止界 最初의 都市計畵tl家라고 하는 說도 있지 

만3) 오늘날의 都市計밟tl의 簡念과 範|펴플 }다究함에 있어서 有意、한 歷史는 저러한 考古學的

인 史實이 아니고 現代의 都市閒題와 갚은 服絡의 歷史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服

絡의 歷史라면， 亦是 政治 · 社會的인 찮초化와 近代的 工業化의 過程이 始作흰 塵業童命

以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西歐社會에 서 近代的 意味의 都市問題에 對한 計劃的인 對策樹立을 흙한 最初의 制度的

關心의 쫓、現은 英國의 rI 909年 住띈 및 都市計劃等에 關한 法J (Housing, Town Planning, 

etc. , Act of 1909, 9Edw. Vll, C44)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法의 制定 背景은 19世紀 英國

의 塵業華命 以後 都市로 大量 游入해 들어 오기 뼈作한 勞動者階層의 非衛生的안 住居狀龍

를 改善하기 罵한 社會的 努力의 結果였다고 한다4) 따라셔 이 法은 主로 都市의 衛生狀龍

의 改善을 都市計옆l의 第-次的언 課題이 며 對象으로 하는 것이 었으며 , 이 러 한 不良住居狀

態가 都市全體의 過密과 m梁으로 !EI한 것이 라는 社會的 認禮으로써 都市計醫l의 範圍가 制

限되어 있었다. 이러한 歷史떠 IlliX絡에 u] 순어 불 째， 때歐에 있어서 近代的 都市計짧은 基

本的￡로 都市餐많層의 不과住Q’ j띠}或의 i攻평을 寫한 對策으로 出發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무렵 獨速윤 馬始한 歐짧巴 大F↑;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08年 英

國의 T.C. 호르스드포올(Horstfall) 이 쓴 버애 依하면， r우리 國파들의 大部分이 살고 있 

는 都市틀을 좀 더 健全한 곳으로 만을어 서 , 우리 國民들의 健康을 保護하는 努力을 곧 始

作하지 아니 하면， 우리 는 우리 의 商業과 樞L킹1빈외- 그려 고 世界的 影響力을 송두리 째 獨適

에 념겨 주고 말게 펼 것이다. J5)리고 함으포씨， 勞웰;階健의 住居環癡 改善 努力에 었어서 

英I행l과 獨速이 鏡爭마J인 關係어1 있음쓸 암 수 있다. 其찮 歐羅巴의 大陸에 있어서의 都市

3) William I, Goodman & Eric C. Freund ed. , Pr싫cψ!es aηd Practice 0/ Urban Planning, 
(Washington I.T.M.A.: I. C.M.A, 1968) , P‘ 35 1. 

4) William Ashworth, The Genesis 0/ Modern Brítish Town Planning, (Routledge & Kegan 
Paul Ltd. , 1954). p.167. 

5) ibid. , p.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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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張의 計團l的 管理는 英國보다 多少 앞서 있어서， 이태리에서는 「都市據張法J(Town Ex

tension Act) 이 이미 1865年에 制定되었었고， 비슷한 類型의 惜置들이 스웨덴에서는 1873 

年에 , 그리 고 오스트리 아-항가리 에 서 는 1875年에 制定되 었 다6) 

이 들 歐羅巴大團 國家을에 서 는 짧存의 都市 주변에 國家가 所有하는 士地들이 英國의 경 

우보다 더 많았기 째 문에 , 塵業單命으로 因해서 새 로이 都市로 流入하는 人디로 因한 都市

의 無縣序하고 不良한 변두리 據張에 對한 公共的 規制가 더 容易I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이들 歐羅모大陸 國家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近代的 都市計劃 初期에 그 問題意、識은 亦

是 英國에서외- 같이， 새로운 工業化로 因해서 都市의 低所得層 人口의 急增에 따른 住居環

境의 不良化와 변두리의 無뺏序한 定휩을 規制하여야 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歷史的

服絡에서 보면， 歐羅巴에 있어서 近代的 都市計앓l의 發端은， 都市內의 低所得層의 定홉地 

域을 對象으로 해서 그 物的 雄設--郞 住펀， 上下水道， 道路 풍--의 改善을 通한 社會

病理의 素地를 除去하기 흙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社會훔生的 目的을 罵

해서 最少限의 住居環境 輝設의 對t!E的 改善을 薦한 勞力의 表現이 었다고 하겠다. 즉 다시 

말해서 西歐의 近代的 都市計團l은 一種의 公共衛生改華運動과 갈은 것으로 出發했다고도 

볼 수 있다7) 

都市 低所得層의 健康과 衛生狀態에 關한 問題意識이 近代的 都市計훌l의 必훨性의 認識

으로까지 發展하게 된 까닭은 꺼論， 그와 같은 非衛生的인 狀態가 「단 한가지 原因에 依해 

서 招來된 것이 아니고， 여러가지 보다 根本的언 까닭이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그 據防策

또한 多角的으로 講究되 어 야 하고 相互間에 調整이 있어 야 한다J8)는 社會的 認識이 成熟되 

었기 때 문이 다. 그래 서 19世紀 初에 서 부터 中葉까지 의 各種 保健 · 衛生關係 立法惜置들이 

漸漸 都市全體의 衛生狀態의 改善을 힘한 規定들을 包含하게 되어서， 급기야는 士地收用을 

罵한 根據規定과 上下水道 등 各種 公共土木事業에 對한 規制條項들을 包含함우로써 , 上述

한 바와 같은 近代的 都市計劃 立法의 先響者的 짧害U을 하게 되 었다9) 이 勞動階層의 衛生

狀態에 對한 社會的 關心01 高湖됨 과 아울러 理想主義的 政治思想과 몇 몇 人道主義的 企業

家들 또는 貴族들에 依해서 새 로운 都市 應民住멸團J也의 造成과 社렴村의 建設努力들이 英

國을 罵始한 歐羅巴 全域에 퍼 지 게 됨 으로써 , 都市計劃은 徐徐히 公共保健對策과 그 立法

事項의 領域을 脫皮하는 轉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1846年에 아이랜드의 메쓰부룩에 려차드 

슨會社가 그들의 勞動者들을 寫해 서 짓기 始作한 社멸村， 알버 트 皇太子가 1851年의 世界

6) ibid. , pp.177-178. 
7) Hong-Bin Kang, Enνironmentalism: Philosophical Sources of 19th Ceηtury Urban Thoμ~ght， 

(Ph. D. Dissertation, M. I. T .. 1980). pp.129-140. 
8) Leonardo Benevolo, The Ori링~'ns of Modern Town Planning (Massachusetts: The M. I. T. 

Press, 1978). p.89. 
9) 英國의 1848年 「公꿨衛生法」이 「衛生總藍部(General Board of Health) J를 設置함과 통시에， 都
市의 上·下水道， 진개처리. 공원관리， 도로포장 등의 機能을 「衛生總藍部」의 -般的인 指揮·

藍督을 받도록 한 것 。l 그 했型的인 例。l 닥， (Benevolo, pp. 94 ..... 95를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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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寶會플 罵해서 하이 드파크에 짓기 始作한 示範住E읍群， 佛蘭西에서 는 1849年에 루이 나포 

레 옹이 나포례 옹市에 500名의 人口를 옳한 住멸團地를 造成케 한 事實， 獨適에 서 는 저 有

名한 그룹財|짧이 그들의 고용인을을 협해서 1863年에서 1875年경까지 엣센地方에 住멸團地 

를 建設한 것 등이 그 代表的 事#1J들이다10) 이러한 集團的안 應民住혐團地의 開發과 더불 

어 都市計훨l은 드디 어 하나의 特練한 技術領域으로 認識되기 始作하고， 따라서 英國의 1909 

年의 「住휩 및 都市計劃 등의 法」과 같은 特別法이 制定되기에까지 이르렀다고 하겠다. 

2. 都市美化運動

歐羅巴 各國에서 塵業훨命으로 l최해서 밀려 드는 勞動j챔層 人口의 衛生問題와 그에 따른 

住居環境 改홉 努力들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어느 程度 成果를 거두기 始作하면서 

부터， 社會 一角에서는 다시 都市 美化에 對한 關心。1 일기 始作하였다. 英國에서는， 햄스 

테 드 田園했外團地(Hampstead Gardensuburb)의 設計者인 레 이 몬드 안윈 (Raymond Un

win) 풍이 19世紀 末煩부터 都市美觀의 整備를 主張하였고， 美國에서는 1893年의 「시카고 

世界博寶會」를 찢機로 후레 데 릭 올스테 드(Frederick Law Olmstead) , 다니 옐 버 언햄 (DanieI 

H. Burnham) , 존 루우트(John Root) 등이 中心이 되어， 都市의 造景， 리크리에션 趙設，

建策物의 造形美 등에 새로운 關心을 불퍼 일무키기 始作했다. 美國에 있어서 當時 이러한 

새 로운 움직 임 의 必훌를性을 主張하는 레 이 몬드 안윈의 다음과 같은 말이 이 새 로운 都市計

龜l의 方向을 가장 劇的￡로 代辦하고 있다. 郞， r가난한 사람들도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우리플의 都市社會는 그 都市計劃 權限을 行使하려고 함에 있어서， 그들의 必홍와 生活과 

野뿔을 都市의 外的形態에 表出시켜야 할 것이다.j1iJ라고 하였다. 美國의 경우에도， 존 랩 

스(John Reps)의 말을 빌리면 r1893年의 시카고박람회가 全國의 建藥美에 對한 認識을 바 

꾸어 놓았고， 美國 都市計앓'Ú의 새 로운 方1패을 提示하는 것이 었다 ....... JI2! 

19i1l:紀未에서부터 20만紀初에 이르는 동안 歐美에서 l!&lf'F된 以上과 같은 都市美觀과 造形

性에 對한 關ù을 後W:의 史家들이 一般的S로 「都市美 f~運動J(City Beautiful Movement) 

이 라고 命名하여 서 , 近代 都市計않u史에 있어 서 하나의 重홈한 轉期로 看做한다. 그래 서 20 

世紀初에 이 르러서 , 都市의 全體的인 物的 環境에 對한 社會的 感受性이 漸漸 더 高懶되 고 

동시에 그러한 物的 環境이 人間生웹에 미치는 影響에 對한 認識이 더욱 깊어졌￡며， 따라 

서 從來 公쨌衛生과 住’겁j많策的인 配慮로써 캉案된 都市問題 對策의 限界에 對한 認識 또 

한 據大됨 으로써 , 드디 어 都市초間 全體에 對한 計싫U(comprehensive plan)의 社會的 受容

態勢가 徐徐히 갖추야지기 없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제임스 코오크(James G. Coke)의 말 

과 같이 , r都市美化週動이 야말로 都市經合計앓j(comprehensive planning)의 始作이 었 다. J13) 

10) Benevolo, oþ. cit. , pp.1 I.ß-129. 
11) Ashworth, oþ. cil. , p. 172. 
12) Goodman & Freund, eds. , (I. C.M.A) , oþ. cil. , p.19. 
13) ibid. , 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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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무렵의 都市計劃의 結合性(comprehensiveness)에는 限界가 있었다. 이 경우 

의 練合性은 地域的으로 한 都市 全體를 對象으로 한다는 意味는 內含하고 있는 것이었￡ 

나， 그 計劃의 內容에 있어서는 主로 公共的·物的 施設計劃에 限定된 것이었다. 다시 말 

해서 都市計劃이 란 곧 「公園과 불르바아드와 市民廣場」의 計觀l과 設計와 「同意語」처 럼 使

用되었던 것이다14) 當時에도 패트팩 게데스(Patrick Geddes)와 같이， 都市의 生態系와 그 

社會 • 經濟的 與件에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는 主張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요나15) 이러한 

主張이 制度化되 기 에 는 初뼈 資本主義的 私經濟 活動과 不動塵의 私的 所有權에 對한 制度

的 制限장치가 미처 形成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公共投資로써 開發될 수 있는 施設物에 

不可避하게 ~良定될 수 밖에 없었다. 20世紀初의 以上과 같은 公共施設에 限定된 「都市美化

運動」이 都市計畵tl의 社會的/認識과 受容의 背景이 되 므로 因해 서 , 오늘날 都市計劃의 制度

的 範圍를 設定함에 있어 서 도， 根本的￡로 「物的 施設計團JJ _ ... 所謂 íphysical planningj 

--이 그 根幹을 形成하여야 할 것이라는 認識의 基鍵가 되고 만다. 이런 意、味에서 歐美

의 19世紀末에서부터 20世紀初에 「都市美化運動j (City Beautiful Movement)은 오늘날 都

市計劃의 對象과 範圍를 論議함에 있어서 중요한 歷史的 服絡(context)이 되는 것이라 하 

겠다. 

1909年에 美國에서 뉴우욕市의 急激한 A口增加에 對한 對策을 論議하기 옳해서 「全美國

都市計劃總會j (National Conference on City Planning)가 집集되어서， 急激한 人口增加로 

因해서 過密해지는 都市問題에 對한 適切한 解決策을 講究하기 鳥해서는， í… ... 都市의 經

濟的， 훌業的 現狀도 調훌해야 되고， 더우기 住居狀態와 土地所有 및 土地利用規制도 調養

해야 된다」는 主張들도 있었다16) 그러나 이러한 主張은 當時로써는 少數意見에 그치는 것 

이 되었고， 都市計劃家 集團의 多數는 亦是 建葉家와 造景設計家들로 構成되어 있었다. 그 

以後 1930年代에 이르기까지， 多少間의 새로운 變動이 있었다면， 歐美社會에서 自動童 普

及의 急激한 據大로 因해 서 現代的인 道路建設의 必홈가 크게 浮刻됨 으로써 都市計劃l家의 

集團가운데 土木工學徒들이 相當數 包含되 기 시 작한 事實이 다. 그래 서 後世의 史家들이 

1920年代의 都市計劃의 特徵을 前時代의 「都市美化運動」에 비견해서 「都市能率化連動J(City

Efficient Movement)의 時代라고도 한다. 그러 나 이 兩時代를 實流하는 一般的인 煩向으 

로써는， 亦是 公共의 호間의 位置， 規模， 設計， 施工을 主業務로 하는 것이 都市計劃의 本

領이라고 하는 생각에 變함이 없었다. 

3. 社會·經濟的 變數

오늘날 都市計劃의 對象과 範圍를 論究함에 있어 서 , 上述한 「都市美化運動」만큼이 나 중 

14) Ibid. , p.21. 
15) Ashworth, oþ. cit. , pp.174-175. 
16) Goodman and Freund, op. cit.,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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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짧響을 미 친 歷史的 事件들은 1930年代에 또 있었다. 1930年代의 歐美에 있어서 都市

計劃의 對象範圍에 관한 變化를 홈求하는 主張은 歐羅모 諸國보다 美國에서 더 앞장서고 

있었다. 우선 무엇보다도 1920年代末의 美國은 대공황의 經驗때문에 各 地方計劃에 있어서 

도 社會， 經濟的 홈因들에 對한 公共的 극一與를 要求하는 主張이 相當한 說得力을 가지게 

되었고， 그와 때를 같이 하여 케인즈經濟學의 影響으로 여러 都市政府들이 「資本據算制度」

(capital budgeting system)의 樹立을 試圖함으로써 都市計劃의 技法이 단순한 公共土木

事業의 設計와 廳工의 技術以上의 經濟學的， 行政學的 分析과 組織技術을 包含하여 야 한다 

는 認識이 널리 퍼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行 · 財政技術과 知識의 都市計劃 領域으로의 

홉透와 함께， 1934年에 「美國計劃職公務털協會J(American Society of Planning Officials) 

의 形成이 美國 都市計團j의 範圍據張에 있어서 중요한 햇機가 되었다17) 

政府와 都市計劃l 關聯職業團體內의 위와 같은 變化와 함께， 從來 都市內의 몇가지 基本

的안 公共土木事業의 設計， 造形， 施工 등만을 f홉主로 하는 都市計團l 接近方法이 , 계 속해 

서 팽 창하는 都市의 人口規模와 그에 따라 成長하는 塵業에 對해 서 는 束手無策이 라는 社會

的안 批判도 일기 始作하였다. 特허 一次大戰의 終7와 二次大戰의 始作사이에 繼續的으로 

成長하는 工業의 立地問題와 그에 따른 런던과 같은 大都市주변의 急速한 人口購眼에 當面

한 英國에 있어서는， 한 都市의 行政區域 境界를 넘어선 地域經濟園을 對象으로 하는 綠合

計劃의 必흉흥性이 정점 더 커지게 되었다18) 美國에서도 이무렵 뉴우욕과 같은 大都市의 社

會的， 經濟的 影響力의 外延據散이 急速度로 進行되고 있어서， 이미 1929年에 「뉴욕과 그 

주변地域의 地域計劃J(Regional Plan of New York and Its Environs) 이 公刊되 었 다. 이 

러한 「地域計劃」의 內容은 從來의 都市計劃l의 그것과는 현저하게 다른 것이어서， 그 計홈l 

作成을 옳한 社會調훌分析方法이 主로 社會科學的인 것이었으며， 近憐住區園의 社會學的

懶;念 導入， 都市의 經濟的 基鍵形成을 협한 對策， 公共財政計劃J， 行政써 어 비 스의 됨룹給方法 

등을 包含하므로써 過去의 都市計劉의 範圍에 비추어 보면 놀랄만한 變化를 圖諸한 것이었 

다. 

1929年 「뉴욕 地域計劉(Regional Plan of New York and Its Environs)의 公布와 더 불 

어 토마스 아담스(Thomas Adams)와 루이스 맘포오드(Lewis Mumford) 間에 벌어졌던， 

都市計劃l의 對象과 範圍에 關한 論爭19) 이 이 무렵 都市計劃의 領域과 對象에 관한 社會的

認識의 變化플 잘 反映하고 있다. 이들의 論爭은， 활컨데， 都市計劃이란 根本的으로 都市

의 짜的 施設을 對象으로 해서 그 設廣， 規模， 位圖， 造形美 등에 關한 計鄭l을 세우는 것 

이고 그 物的 廳設의 機能고} 用途 등에 영향을 미치는 社會， 經濟的 變數는 第二次的인 配

17) Ibid. , p.25. 
18) Ashworth, op. cit. ,. pp. ?12-213. 
19) Robert W. Burchell & George Sternlieb, ed. , Planning Theory iη the 1980’s (New 

Jersey: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1979) p. x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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慮의 對象이 될 뿐이 라는 主張과， 다른 한편， 都市計劃은 社會， 經濟的 變數의 操作과 管

理를 通해서 都市에 發展과 變遭을 期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物的 施設에 對한 對策은 社

會的， 經濟的 解快策의 手段에 지 나지 않는 것이 라는 主張間의 엇 갈림 이 었다. 

그러 나 1930年代의 以上과 같은 여 러 가지 중요한 變化의 徵候들에 있어 , 오늘의 時點에 

서 우리에게 重훌한 事實은， 그러한 變化의 徵候들이 거의 大部分 制度的으로 具現되고 定

휩하지 봇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都市計劃의 對象의 多樣化와 그 範圍의 據張에 對한 

社會的 훌請과 戰業團體 內部에서의 움직엄 등이 都市計훨l專門家의 敎育內容에 反映되고20) 

都市計劃 職業團體에 建集家， 造景家， 土木技術者틀 tL外에 經濟學， 行政學， 社會學的 背

景을 가진 專門家들이 包容되 고 이 돌이 都市計뽑l을 f풍한 社會調옳와 經濟分析， 行政組織

등을 쩌究히-기 始作하였지 만， 制度化되 어 서 公認된 都市計홉l의 對象과 範圍는 아직 도 그前 

時代의 그것을 脫皮하지 못하였다. 

이같은 制度的 變化의 選延을 或者는 二次大戰 때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過去의 都

市計劃l 分野에 있어 主投을 擔當하고 있던 建藥， 土木 등의 이른바 physical planner 들의 

많得權 守護態度가 彈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二次大戰 以後의 英國에 있어서 새 

로운 立法碩向을 보더라도 人口分散問題， 土地問題， 塵業立地問題， 住드늄問題 등이 모두 相

互關聯된 것이라는 事實을 認定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하나의 制度的 裝置로써 取銀되고 

하나의 計훌l論理로써 다루어져야 한다는 態度를 取하고 있지는 못하다. 例를 들어서 塵業

立地對策은 1945年의 「工業配置法J (Distribution of Industry Act of 1945)의 適用을 받아 

서 「地域間 工業配置 委員會」의 所管에 두고， 土地對策은 「中央士地廳J (Central Land 

J3oard)의 所管事項이고， 住멸 · 人口 • 都市의 骨格形成 등은 「都市 및 農村計훌j法J(Town 

& Country Planning Act of 1947)의 對象領域。l 고， r都市計畵u部J (Ministry of Town & 

Country Planning)의 管掌下에 있게 되었다21) 한 領域이 各各 다른 法에 依해서 分劃 規

制되고 또 그 各 分劃된 領域이 各各 다른 政府部暑의 管轉權에 所屬한다는 事實만으로써， 

그 領域이 하나의 計劃對象으로써의 實體가 될 수 없다는 主張을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都市計劃의 對象과 範圍가 넓어져야 한다는 主張이 彈해지면 질수록 또 그에 따라 事實上

그 範圍가 넓게 據張되면 될수록 그 分野의 專門職業技術의 쫓當性과 信愚性에 對한 社會

的 公信力이 弱化되 게 마련이 고 同時에 다른 專門技術職種들로부터의 1~抗 또한 점 캠 더 

커 질 것이 기 때 문에 , 1930年代의 都市計훨j의 對象과 範圍據張에 對한 社會的 要請의 二次

大戰 以後의 制度化 過程이 오히 려 消極的이 고 조심 스러 웠먼 事實은 오늘날 우리 의 課題에 

20) 例를 들어서 美國에 있어서 이 무렵 시카고大學校(Universrty of Chicago)의 都市計劃 敎育이 
都市社會學， 經濟學， 行政學 等의 社會科學的 冊究方法을 널리 導入하였고， 위스콘신*學校 
(University of Wisconsin)에서 1925年 처음으로 Laηd & Economics誌를 發刊하였~며， 뒤 
이 어 많은 大學들이 建藥學科나 造景學科와 別途로 都市計훌j學科를 設置하여 蘇合學問的(inter.
disciplinary)인 敎科課程에 依한 都市敎育 표，록그랭을 운영하기 始作하였다， 

21) Ashworth, oþ. cit. , pp.23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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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敎링11이 된다고 하겠다. 事實 制度的언 次元에 서 나 學術的언 次元에 서 , 都市計劃l의 

合當하고 適切한 對象과 範圍의 定立은 그와 密接한 關聯性이 있는 憐接 다른 專門技術分

野와의 接觸과 括抗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또 그렇게 定立된 것이어야만， 다 

른 專門分野와의 關係에서 그 「正統性J (orthodoxy)을 認定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土地利用과 生態學的 配慮

上述한 바와 같이 1930年代에 있어 서 都市計劃l의 正當한 範圍가 地域社會의 社會 • 經濟

的인 開發過程에 까지 擺大되 어 야 한다는 彈力한 要求에 도 不抱하고， 1940年代， ’ 50"""’ 60年

代에 이 르기 까지 도 制度的인 次元에 서 의 都市計劃의 對象과 範圍는 亦是 「人.I環境J (Built

environment)의 諸要素에 限定되 어 있는 것이 一般的인 경 향이 다. 二次大戰이 終T된 以

後 1950"""1960年代에 都市計훨l의 對象과 範圍에 追加的인 變動이 있 었다면 , 士地利用計劃

에 對한 關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훌業과 住居 등의 地理的 立地와 都

市 全體의 士地利用의 效率性 등과의 關係가 都市計劃의 主훨한 對象이 된 것이다22) 이러 

한 願向에 따라서 都市調훌와 分析技法에 있어서 經濟地理學的， 地域經會學的 方法論이 널 

리 活用되기 始作하였다. 다시 1970年代에 이르러서는 自然環燒 要素와 人工環境間의 相표 

作用關係에 對한 關心이 또 追加的무로 都市計劃 過程에 일어나기 始作하였다. 

이 안 맥 하아그(lan L. McHarg)의 생 각에 依하면 都市는 本是 地質學的언， 生理學的인 

進化過程에 依해서 生成된 것이라고 把握하여야 할 것이고， 都市의 發展은 自然의 變化過

程가운데 人間이 適應해 가는 過程이라고 한다. 따라서 都市計劃에 있어서도 農村計劃에 

있어서와 같이 生態學的 方法(ecolcigical method) 이 實效性이 있는 技法이 될 수 있다고 

한다23) 이 러 한 最近의 關心은 아직 制度的으로 都市計홉l의 1E當한 領域으로 安홈되 어 있* 

지 는 못하지 만 都市計훨l家들의 職業集團內에서 는 相當한 釋度의 3z:持를 받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24) 그러나 어쨌든 1950年代 以後의 都市計劃 對象과 範圍에 對한 追加的언 變動훌 

素들도 모두 人間定住에 影響을 미 치 는 物的 要素(physical elements)들임 에 는 큰 變함이 

없다. 

以上과 같은 지난 二世紀에 가까운 近代 都市計劃l의 發展過釋을 살펴 보건데， 都市計畵tl

의 對象에 關한 社會的 認識은 如前히， 都市라고 하는 人間定住호間의 人工的 또는 自然的

인 物的 훌素(physical elements)들의 範圍를 념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都市計劃은 저와 같은 人工的 또는 自然的인 施設物 또는 環境훌素에 우리가 意圖하는 計

劃的언 變動 또는 保存을 期하는 것이 그 第一次的인 目的이고， 그로 因한 人間的， 社會的

22) Stuart Chapin & Edward Kaiser, Urban Land Use Planning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65. (2nd)) , pp.20-22. 

23) Ian L. McHarg, Des썽η zνith Nature, The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Dou‘ 

bleday & Co. , Inc. , cPaperback, 1971), p.175. 
24) Burchell & Sternlieb, oþ. cit., pp. 1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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影響(impacts)에 關한 配慮는 亦是 第二次的안 配慮의 對象이라고 하겠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30年代 以後 歐美 여 러 나라들에서 , 都市計劃의 위 와 같은 人間的， 社會的 影

響을 都市計劃의 짧一次的인 對象으로 取投해야 한다는 主張이 障하게 일었고 오늘날에도 

漸漸 더 널리 퍼지고 있는 願向마저 있으나， 制度的안 次元에서 公認된 都市計團l의 對象과 

範圍를 定立하는 努力으로까지 進展된 例는 아직 찾아 보기 어렵다. 經濟的， 社會的， 人間

的 影響과 現象애 關한 關心이 最近 20-30年間에 都市計團l 作業에 活用되는 各種 調훌方 

法， 分析技法 등의 社휩的 有用性 乃至 適實性 判斷에 큰 變化를 招來한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 함에 도 不펴하고， 都市計꿇tl이 라는 專門技術의 fftl:양강的으로 正當한 (legitimate) 領域 認

定에 큰 짧化플 가져오지는 못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lH. 制度的 環境

1. r物的計훌IlJ (Physical Planning)의 基隨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歐美國家들에 있어서 都市計劃의 對象領域에 關한 社會的 認

識의 變化는 우리 社會에 도 學界와 寶務界에 至大한 영 향을 미 쳐 서 지 난 二十餘年間에 우 

리 의 現代的 都市計盡tl 制度形成에 思想的 基鍵플 이 루고 여 러 가지 制度的 裝置의 모델이 

되 기 도 하였다. 이 러 한 뜻에 서 우리 의 現行 都市計畵u의 對象과 領域에 關聯된 制度的 環境

(institutional milieu) 도 前述한 바와 같은 歐美社會의 그것 과 크게 다르다고 보기 는 어 렵 

다. 

現行 품制度下에 서 韓國의 都市計團l은 r훨本的으로 네 가지 機能을 擔當한다. 흩IJ ， 그 첫째 

는 모든 都市에 對해서 「都市計꿇I法」에 依해서 作成하도록 되 어 있는 「都市基本計劃」 또는 

「都市計劃」이라는 公的 計홉tl文盡를 通해서 當該 都市內의 廣域的안 土地用途 規制와 公園

의 設置， 規模， 道路의 設置， 福員 등의 몇 가지 主몇 公共施設의 호間計훌l을 하는 륨좋$풍혈 

的 機能을 하고， 둘째 는 위 와 같은 「都市(基本)計劃」이 라는 公的 計團l文書에 包含되 어 있 

지 아니한 것이더라도 都市計앓l法(第 2 條)이 列擾하고 있는 學校， 홉車場， 市場， 호做， 公

用의 廳舍， 圖훌錯 등의 重풍흥 雄設物을 「都市計훌l趙設」이 라 規定하여서 , 主로 이 들의 立地

와 그 數地의 規模의 決定에 있어서 都市計劃l的 配慮를 하게 하기 寫해서 都市計劃 節次上

의 審議를 거 치 게 하는 機能， 셋 째 는 「土地區劃整理事業J ， r再開發事業J ， r-團의 드효地造 

成事業」 등의 都市內의 部分地域의 集團的 聚落의 形成 또는 整備에 對해서 그 地域 全體

의 比較的 상세한 호間設計를 要求， 公認하고 그에 따라서 그 地域의 開發過뚫을 規制하는 

機能을 擔當하며 , 끝으로 앞서 룹·及한 「都市휩本計團lJ을 通해서 當該 都市 政府內의 各 꼼ß 

門別 行政作用의 ;펌짧을 期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네가치 機能가운헤， 最後의 컷， ~IJ r都市훨本計藍Jj(comprehensire plan)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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依據한 都市政府의 各部門別 行政作用의 調整機能은， 環近에 이 르러 서 야 비 로서 「都市計劃

法」上의 機能이 된 것이다25) 從來에는 이러한 行政調整을 馬한 經合計劃은 都市計劃法上

의 根據없이， 內務部가 各 地方自治團體에 對한 行政指導로써 作成케 하였다. 어쨌든 1981 

年 以後 都市計劃法이 이 러 한 長뼈젠合計홈j을 「都市基本計훌lJ이 란 이 름으로 都市計劃l過程

의 한 훌件으로 公認하게 된 것은， 韓國에 있어 서 都市計劃l의 範圍와 對象에 관한 制度的

制約條件에 중대한 變華을 意味한다. 영0 위 「歷史的 發展過程」에서 살펴 본 都市計劃의 領

域이 「호間J(spatial) 또는 「物的J (physical) 環境훌素에 限定되 어 야 할 것 인 가， 不然이 면 , 

市民生活의 社會， 經濟， 文化的 모든 與件과 없n面에 據大되 어 야 할 것인가 하는 論議의 歷

史的 흐름에 있어서， 韓國은 1980年代에 이르러 드디어 後者의 立場을 擇했음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解釋할 수도 있을 것이다. 都市計홈l法 執行의 主務官廳、언 建設部가 作成한 「都市

基本計훌J ..•.•• 作成指針」에 依하면， 과연 「都市基本計劃」 안에 包含될 것￡로 規定하고 있는 

「塵業開發計劃J. r社會福社計劃J. r財政計劃」 등은， 傳統的인 「호間計劃」 또는 施設物 計

劃l의 樹立을 罵한 基鍵資料 調훌 • 分析에 그치는 性質의 것이 아니고， 그 部門 自體로써 

計劃目標를 定立하고 開發戰略을 樹立할 것으로 되 어 있다26) 이 러 한 經合計劃指針￡로 보 

건데 , 이 規定(都市計劃法 10條의 2)으로 因해 서 韓國의 都市計劃의 範圍가 -羅 都市의 

社會， 經濟發展計劃l으로까지 據大되었다고 할만하다. 

그러 나 이 러 한 指針에 따른 計劃의 琮合性이 그 實效性을 發揮하기 寫해 서 는， 그같은 計

劃戰略들이 名實共히 都市政府內 各部門 行政作用을 調整 또는 統合케 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뒤따라야 한다. 가령 例를 들어서 都市政府의 各部暑의 據算企畵tl이 하나의 體系的인 

틀에 依해서 多年間에 걸쳐 짜여질 수 있는 「資本投資像算J (capital improvement budget) 

制度로써 뒷받침 되 거 나. r都市基本計劃」의 執行過程을 總括擔當하는 機構가 法的언 힘 에 

依해서 뒷받침되는 등의 制度的 裝置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各

都市政府의 自治行政 · 財政權이 極승1 to&做하고， 이 들을 指揮 · 籃督하는 中央政府內의 計劃

과 執行機能이 名 部門딩U로 。}퍼 部뽑이l 分擔施行되어서. j也方政府에 下達 執行되기 때문 

에， 地方都市政府의 위와 갇은 淑슴計밟U은 더욱 有名無實한 것이 되기 쉽다. 

따라서 1981年에 「都市計劃法J 10條의 2와 같은 한 規定의 新設만으로써， 實際에 있어서 

韓國都市計劃의 對象領域이 過去의 {專統的안 「物的J. r초間的」 環境要素의 範購를 념 어 서 

社會， 經濟的인 開發過程어1 까지 據大되 었다고 主張할 수는 없다. 다만 이 같은 새 로운 法規

定과 앞서 論及한 建設部의 「都市훨本計劃 ...... 作成指針」으로 因해서， 從來의 都市計劃으로 

25) 1981年 3月 31 日 都市計劃法 改正애 依해 .10條 2가 新設되 어 「都市基本計劃의 樹立」이 各都市
의 要件이 되 고， 이 規定에 根據하여 , 建設部가 「都市基本計훨l 樹Îl. 및 都市計훌j 再整備 指針
(198 1.ll) J을 作成-하여 , 그 가운데 傳統的인 都市計월j의 構成要件인 各種 호間施設錫 計훌j以外 

에 「옳業開發計劃J. r뚫境·펀‘앓防止J. r社會福社J. r敎휴J. r文化 • 體育J. r財政計홉~J 等도 包
含케 항jζ로부터 이 같은 機能을 期待할 수 있게 되 었다. 

26) 建設部， 都市基本計훌j樹立 및 都市計劃再整備指針. 1981. pp.20 ,....,25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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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의 호間計劃을 作成함에 있어서， 앞우로는 적어도 그 長期的(20年)인 目樓와 戰略을 樹

立함에 있어서는. 호間的 施設과 그 機能과의 相互作用關係 또 그 趙設物과 市民들의 活動

의 社會經濟的 關係 등에 關한 면밀한 分析을 하여야 한다는 指針￡로 받아들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서 「都市基本計劃」 가운데 包含되 는 「塵業開發計劃J ， r社會福社」 需要推定 등이 

現行 制度下에서 그 自體로써 「都市計劃」의 -部로써 實效性을 發揮하는 것이 아니고， r都

市計劃」의 本來의 領域에 該當하는 「호間計劃」 乃至 「物的」 輝設計劃의 社會， 經爾的 쫓當 

뾰을 評價하고 뒷받침하는 훌素로 보는 것이 쭉當할 것이다. 

2. 消極的 土地利用計劃

最近의 制度上의 變化를 위 와 같이 制限的인 意味로 把握하더 라도， 1980年代初에 韓國의 

都市計월j은， 적 어 도 都市의 長期的인 發展展뿔과 方向을 樹立 • 指導하는 機能을 수행 함에 

있어서는， 歐美의 近代的 都市計團j 發達初期에 있어서와 같은 좁은 意味의 「物的J (physical) 

計劃의 廠念은 이제 明白하게 脫皮히-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편 都市計劃은 이제 韓國

에서도 않間輝設物의 設計와 趙l과 관련된 建藥， 土木， 造景 등과 같은 技術分野와 區別

되는 그 固有한 專門技術領域을 確保할 수 있는 制度的 與件이 갖추어졌음을 意味하고， 다 

른 한편으로는 또 社會， 經濟的 뼈l面으로 그 領域據張의 課惡이 現實的으로 漸漸 더 커질 

것을 據想、할 수 있다. 

그러 나 어 쨌든， 短期的안 時間帶에 서 市民들의 日 常의 生活環境의 變化와 改善을 옳한 

技術로써는 아직 極히 制限的인 機能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다. 그 까닭은 우리의 現行 都

市計劃法制가 基本的으로 「消極的 計劃J (negative planning)27l을 옳한 法的 裝置。1 기 때 

문이 다. 이 경 우에 「消、極的 計劃」이 란 計劃案에 담긴 政策이 나 開發方案이 消極的이 라는 

뜻이 아니고， 實際의 都市計團j事業이 主로 民間이 擔當하고 政府는 그에 對한 消極的인 規

制만을 通해서 計홈j의 目標達成을 期하는 制度라는 뜻이다. 

이 러 한 制度下에서 政府가 作成하는 「都市計홉lJ의 主要內容을 이 루는 것이 用途地域 · 地

區指定과 街路網計團l 및 公園 등의 主훨 公共施設의 立地 指定이 다. 그러 나 이 들 가운데서 

道路나 公園 등의 公共趙設은 政府의 施設投資의 據算-確保가 있어야만 實際 實施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결국 每日 每日의 土地利用行뚫에 對한 計훨l的 規制 乃至 指導를 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는 用途地域 · 地區制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用途地域 • 地區制의 制度

的 特徵은 한 都市全體를 巨視的 眼目에서， 住居地域， 商業地域， I業地域， 緣地地域 등으 

로 分離 휩定해 놓고 그 各地域에 對해 서 「禁止된」 土地利用行罵를 法規定에 列記해 서 規옮u 

의 對象으로 하고 그 以外의 土地利用行罵는 自由放任하는 이른바 「消極的 列記J(negative

list)式 規制를 하는 것이다. 또 上述한 바와 같이 한 都市 全地域에 對한 巨視的 眼目에서 

基本的인 몇가지 部類의 用途地域(zone)을 區分하는 것이기 때문에， 比較的 작은 地區

27) Charles M. Hàar, ed. , Law & Law (The M.I.T. Press, 1964,) p.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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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內의 具體的인 閒發行탔에 對한 計劃的 規制를 하기 어 렵 다. 

이 같은 「消極的 計劃」 體制로서의 우리의 都市計劃法制는 위 와 같은 不便과 限界를 克服

하기 f형해 서 지 난 20餘年통안에 그때 그때 의 當面한 必要에 따라서 여 러 차례 의 改善을 거 

쳤다. 우선 무엇보다도 用途地域 · 地l흉의 細分化블 웠한 改lE이 있었고28) 用途地域 • 地區

以外의 各種 特딩IJ 閒發規f바區域--例를 들어서 , iF-!f定衝區整備地區， 都市開發據定區域， 再

開發區域 등--의 新設29) 그리고 各種 特別法(土地區劃l整理事業法， 住멸建設f足進法 등) 

에 依한 윌윤位地域에 對한 삶合閒發統制方法의 導入 등에 依해 서 都市開發過種의 여 러 {則面

에 서 좀 더 續極的인 公共計-ílli\의 關與를 可能케 하려 고 試圖하여 왔다. 

그러 나 지 난 17"""8年間의 위 와 갇은 努力들은 大體로 臨機應變的인 채置플이 있거 나， 不

然이면 特定地域에 制限된 l持쨌한 開發目的을 寫한 것들이었다. 따략서 그 結果 都市計劃

얘 關聯된 法規定들이 全體로써 -월환 體系플 形底펼 수 없게 되 었을 뿐만 아니 라 都市開

發過程 가운데 많은 1Rcr상U事業法과 計짧j一般性이 서 로 다픈 原則과 指針에 依해 서 適用되 는 

二重構造를 招來하게 되 었다. 그래 서 都市計團l의 -般的인 都市計앓j法은 아직 도 「消極的

計劃」 接近方法을 협主로 하고 있으면서， 反面 各種 特Em事業法들은 그 各各이 適用될 것 

으로 指定된 小規模의 特珠地域들에 對해서는 詳細한 事業施行 節次規制를 할 수 있게 되 

어 있고 同時에 建察法 등에 依한 個別 建藥物에 對한 아주 具體的인 趙I規制가 있어서 

巨視的 • 消極的 規制와 微視的 • 積極的 規制 사이 에 中間的 範域과 程度의 計劃的 關與를 

屬한 制度的 裝置가 缺如되어 있다. 

以上과 같은 現行의 法體制플 살피 건데 , 韓國에 있어 서 都市計劃은， 基本的 o 로 都市의 

廣域的언 士地利用計훨l을 作成하고 그에 휩홈備해서 市民들의 個別的언 土地利用行罵에 對해 

서 、消極的언 意1*의 用途規制플 )]fl하고 同댐에 ;혈路， 公園 등의 廣域土地利用 패턴괴- 密接

한 關聯이 있논 公fr地5%의 s'EJ샌와 規)模를 決定히·는 것 이 그 主課題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最近의 各種 持別法에 tK한 少規模의 4양짜a따域에 對한 集團的 閒發規制플 通한 法的 裝뚫풋 

플은， 짧該地l훤 또는 F쥔域윤에 ￥i-f한 施5양q끼의 設計와 種‘딩U決定에 必훌한 技術의 샘‘ffl을 뒷 

받침하고 있으나， 이려한 制/몇블은 그 性格으로 보아 아직은 都市計젊l의 領域을 據張하였 

다고 하기 보다는 團j也設計 乃쥔 施I的 技합의 領域이 리-고 보는 것이 쭉當할 것이 다. 장차 

全都市와 이 같은 少채模 區域뾰制 사이 에 中f며的인 領域--쩌j결- 들어 「生活園J ， r룹u都心 

關J ， r近憐住區關」 등-----이 f떼l똥따으로 좀 더 積極的안 計펴的 閒發規制의 對象이 되면， 

우리 의 都市計땀11이 制俊的으로도 b따앓物(objects)과 機能(functions)과 活動(activities)의 

相互作用關係플 鋼빨하고 t꾀jlJ하고 設計하는 技術과 짤理方法으로써의 tll1有한 領域을 確保

28) 都市計劃法 18條， 改正 : 1972年 12月 30 日， 法律 第2435號， 改正 : 1979年 4月 17 日 法律 第3165
號，

29) 同法 18條 4項 新設 : 1972年 12月 30 日， 法律 第2435號， 同法 22條 改正 : 1972年 12月 30 日， 法
律 第2436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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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에 있어 現行 制度上의 都市計훌l의 固有한 領域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廣域的

이고 都市 全體의 構造形成的인 土地利用計劃이라고 하지 않을 수 밖에 없￡나， 前節에서 

考察한 都市計劃의 歷史的 發展過程에 비추어 보건데는， 우리의 경우에 都市計團l技術의 固

有한 領域은， 都市의 廣域的이고 構造的인 土地利用計劃의 樹立 · 管理와 그같은 廣域的 土

地利用計題l의 部分Jtß域에 있어서의 趙設物과 機能과 活動體系로의 具現過程에 對한 計훌l과 

管理技法을 包含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後者는 아직 都市計劃의 固有한 領域

￡로써 制度的 뒷받침이 되어 있지 못함은 위에서 擔適한 바와 같다. 

N. 搬念的 틀의 作成

1. 觀 觀

社會發展管理를 罵한 寶錢的 技術을 探究하는 學問分野에서 그 對象과 範圍에 關한 論理

化를 試圖하는 것은 그 對象의 認識論的 可能性을 探究하려는 것이기보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實鐘的 必훨가 있기 때 문이 다. 郞， 첫째 , 當該 分野와 擁接해 있거 나 關聯性이 있는 

다른 專門技術의 實錢領域과의 關係에서 그 合當한 領域 設定을 罵한 論理的 쫓當性을 提

示하려는 것이고， 둘째， 그러한 論理的 쫓當性을 갖는 專門領域을 定立하묘로써 當該 分野

에서 適切한 技術과 方法論 發展의 方向을 提示할 수 있게 되고， 끝으로 셋째， 當該 分野

의 專門家 養成을 罵한 適切한 敎育 및 짧究方法과 敎育課種의 構成原則을 作成할 수 있게 

하기 f홉해서이다. 

이러한 實錢技術分野에서의 그 對象에 關한 理論은 不可避하게 그 歷史的 發展過뚫과 當

代의 社會的 與件에 依해서 크게 制約當하게 마련이다. 이같은 論理化의 試圖에 있어서， 

그 中心的인 組織擺念(organizing concepts)은， 大體로， 前節에서 論及한 바 있는 都市의 

호間的 또는 「物的j (physical) 環境훨素의 定義와 「計劃j(planning)의 定義이 다. 前者의 

擺;念定義가 都市計劃對象의 實體를 學問的으로 어떻게 把握할 것이냐의 問題라면 後者는 

都市計劃技法의 獨自的(ídentity) 인 屬性을 確밟하는 課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都市計

훌l 論理化의 對象즈L로써 「物的」 環境훌素를 定義한다는 것은， 그 諸夏素中의 어 떤 것은 取

하고 다른 것은 擔하는 것과 같은 對象의 分類1'1"業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고， 그 諸홈素들 

의 어떤 屬性 또는 機能을 都市計훌l의 對象으로써 有意한 것인가를 判別하는 것이다. 그리 

고 이 러 한 有意、性율 判別함에 는 當然히 위 의 後者， 郞 「計劃j (planning)의 特性과의 相合

與否가 그 第一次的인 홍뚫準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都市計劃이라는 技術 또는 技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現象에 關한 知識

(substantive knowledge)과 그 技法볍體에 關한 知識(procedural knowledge)30Jol 서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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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應하는 領域이 바로 都市計짧l學의 固有한 專門領域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ÁMll定{t헛F.J.<:>.] I펴많얘 

Q섬찍1. '!fl:짧 (tJ ~j1꿇쉰:lJ!~ 

.혼圖lf，꺼 힘t會開發융 ~한 

r값略 • 節次 • 技法等에 

關한 節次的 ?페識領域 

따라서 都市計뾰l學의 專門領域플 確認함에 있어서， 人間定住홍間의 「物的(physical) J 훔 

素플 對象으로 힌다고 하는 것만으로써는 充分한 解答이 될 수 없으며， 그것은 問題를 提

起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物的」 훨素들에 對해서 어떠한 作用을 加하려는 努力

이 며 反面에 그려 한 努力의 道具가 되 는 計뿔1I技法 또는 技術들이 人間定住호間의 어 떠 한 

떠u面， 屬性 또는 機能애 對해서 가장 適切하고 寶效性있게 適用펼 수 있는기- 하는 問題가 

동시에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r훔間的」 쫓素의 搬念化

래리 윗쓸링 (Larry Witzling)에 依하면， 都市計劃은 都市內의 極設物(objects)과 機能

(functions)과 活動(activities)을 定해진 目標(goals)에 맞추어 호間的으로 配分(spatial

distribution)을 하는 行寫라고 한다3D 이、 경우에 趙設物이란 /建物， 公園， 樹木， 道路， 下

水道， 街路標識板 등과 같은， 都市의 人I的 또는 自然的 環境을 形成하는 物的안 個別 훨 

素들을 指稱하는 것이고 윗쯤령이 말하는 機能이란 根本的으로 市民들이 都市內에서 生活을 

營흙해 가는데 必훨한 各種 써 어 u] 스를 말한다. 例를 들어 서 警察保護， 消防써 어 비 스， 衛

生써 어 비 스， 交通， 敎휴 등의 都市파의 겐t會福꾀t플 罵한 公共써 어 비 스 機能을 包含한다32) 

끝￡로 都市內의 괜動(actívities) 이 란， 그 都市內에 댄住하는 f댄IM1 市民틀의 行態와 行動

을 指짧하는 것 이 지 만， 都市計않l의 對象￡로써 의 Y판動은 主로 ~폐1li'i1의 市民들의 都市內 士

地利用行馬플 말한다. 

윗쓸링의 생각에 依하연， 都市즙i-뽑l은 以上과 갇은 施設!j7JJ (objects) 機能(functions)과 活

動(activities)플 對象으로 하되， 그 호間的 맥21뿔흔 企하는 것윤 그 本來의 任務로 한다는 

뜻에서 「物的J (physical) 計뾰이라고 할 수 있다는 컷이다. 따라서 近代的안 都市計團l이 

生成하기 시 작할 무렵 인 19世紀未댄에 위 외- 같은 物(1상 環짧몇素의 造形的 設計냐 拖工計劃

윤 都市計劃이라고 把握하던 것보다는 훨씬 |댐넓은 搬念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그 호間的 

30) 이 兩者의 區分擺念에 關한 좀 더 상셔] 한 說~IJ은 Andreas Fa!udi, Planning Theory, (perga
mon Press,) 1973, pp.3-4 參照.

31) Anthony J. Cataness & James C. Snyder, Introducμ"on to Urbaη Plann싫g， (McGrow-Hil1 
Book cO. , 1979,) P‘ 175‘ 

32) Ibid_ , pp.1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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配置의 目的이 個別 輝設物의 美觀이나 造形的 要件의 充足만을 홉한 것이 아니고， 市民들 

의 福社水準의 I며上이라든지， 都市全體의 成長過程의 管‘理 또는 都市 土地利用의 效率性의 

提高와 같은 比較的 巨視的인 社會發展過程의 計團I的 管理를 期하려는 것임에 있어서， 建

藥設計， 士木極工 등의 技術分野와 分別되는 獨自的 專門性을 認定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反面어l 위와 같은 機能(function)과 活動(activities) 등은 經濟計劃， 敎育投資計劃 등과 같 

은 都市計劃 以外의 다른 專門領域에서도 그 公共計劃의 對象으로 삼고 있￡나， 都市計劃

의 特徵은 이 들의 호間的 配置(spatial distribution)를 企劃함으로써 , 흉륭極的으로 地圖上에 

그 計劃의 結果가 表現될 수 있다는 것이 다33) 

以上과 같은 理論에 依할진데， 都市計劃의 合當한 領域과 그 안에서의 專門性은， 都市의 

여 러 가지 環境흉흥素와 市民들의 活動이 나 市民들을 罵한 써 어 비 스 機能을 對象￡로 하되 그 

초間的， 地理的 屬性과 位置를 調옳， 分析하고 그에 따른 對策을 講究함에 있다는 것이고， 

그같은 意味로써 都市의 福社와 發展過釋에 對한 「物的 計團lJ (physical planning)이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類似한 所論으로써， 알란 블랙 (Alan Black)도， 都市內의 各種

環境要素들의 地理的 位置(location) ， 그 規模(size) 그리 고 그들間의 호間的 相표關係 

(spatial relationship) 등을 對象으로 하는 都市의 「物的 發展J (physical development) 計

劃을 만드는 것 이 곧 都市計團l이 라고 하며 34) 버 어 첼 (Robert W. Burchell)과 휴우즈(Ja

mes W. Hughes) 등도 都市의 物的 計劃이 란， r第i次的으로 形態(form)와 機態(function)

을 對象￡로 해서 어떤 地域의 物的 發展」을 期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35) 

3. r計劃」 搬念의 外延播張

都市計劃의 이러한 「物的J (physical) , r호間的J (spatial) 오리엔테이션에 對한 反論이 또 

한 彈力하다. 가령 都市政府의 行 · 財政 節次의 能率性의 提高， 市民들의 人間開發(human

development) , 뿐만 아니 라 都市의 成長과 發展에 影響을 미 치 는 모든 社會的， 經濟的， 政

治的 쭉因들을 對象으로 해서 그 變動過程에 對한 計劃的 管理를 期하는 것이 都市計劃의 

合當한 任務라는 생각이 있다36) 1960年代 以後 特히 美國社會에서 都市計劃 範圍의 據張

을 옳한 이 갇은 理論이 여 러 사람들에 依해 서 提起되 었지 만 이 들 理論의 共通的인 特徵은， 

計앓I 一般의 社會的 價順에 注目해서， 그것은 對象如何에 不物하고 適用될 수 있는 技法

또는 接近方法임을 主張하고 있음이다. 따라서 이러한 主張틀은 特別히 都市計團l의 i對象과 

範園를 定立하려 는 努力이 라기 보다， 美國에 서 社會 各分野에 새 삼스렵 게 認識되 고 있던 計

劃的 社會發展 管理의 必흥흥性을 都市計훨I의 範圍를 據大해 서 受容하자는 主張이 라고 보는 

33) lbid. , p.176. 
34) Melvil1e C. Branch ed. , Urban Planning Theory, (Dowden, Hutchingson & Ross, Inc. , 

1975) , p.221. 
35) Burchel1, op. cit. , p. xviii. 
36) Harvey PerloH, oþ. cit. , pp. I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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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더 쭉當할 것이다. 헨리 훼이진 (Henry Fagin)의 말처렴， r物的 計劃과 其他 모든 計

劃을 한묶음으로 해서 하나의 超綠合的인 (ultracomprehensive) 政策計劃(policies plan)으 

로 하자J37>는 主張과 같은 것이라 하겠다. 이들의 생각은， 결국 都市計劃의 固有性이나 專

門性의 立場에서 라기 보다는， 都市政府의 立場에 서 여 러 分野의 政策立案과 執行의 實效性

과 또 市民의 jz.場에서 여러가지 政策의 總體的 效果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까 하 

는 考慮에서 出發한 것이라고 하겠다. 

「計·劃」擺;念의 이 같은 外延據張 碩向은 1970年代 以後 美國學界에 서 더 욱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이러한 願向은 한편￡로는 ’ 60年·代의 經營 • 管理科學(management sciences) 技術

의 發運과 한펀으로는 美國의 社會的 不安定 等에 起因한다38) 各種 「體系分析J(systems

anysis) 技法의 社會閒題에 對한 活用， r政策科學J (policy sciences) 分野에 對한 關心의 

高湖 等으로 因해서 大部分의 都市計劃家들이 스스로 都市「管理者J(management)들이라고 

自處하고 또 그러한 짧劃을 擔當함으로써， 훈청者는 「都市計홉l家」란 不足 都市資源의 配分主

投(master-allocator) 39)이라고까지 主張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아아론 윌다브스키 (Aaron 

Wildavsky)의 말처 럼 , r計劃家는 同時에 經濟學者이 고 政治學者이 며 社會學者이 고 建集家

가 되어야 하게 되었￡며 40) 따라서 自業自得으로 그 正體(identity)를 喪失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또 다른 한펀， 黑白人種給料， 越南戰爭에 對한 道德的 批判 等의 -聯의 社會的 不安에 

處해서 傳統的 技法의 社會的 適實性(relevance)과 實效性(efficacy)에 對한 懷疑와 함께， 

住民間의 人間的 接觸의 問題에 關心을 기 울염 으로써 , r計劃」을 專門技術이 라기 보다는 對

人的 또는 社會的 指導力量이 라고 파악하는 것이 쫓當하다는 所論41) 等이 「計劃」擺念의 外

延據張을 主導해 왔다. 

特別히 美國社.會에서 이처럼 都市 「計劃」擺念의 外延據張이 急激히 이루어지게 된 것은， 

끼論 從來 美國社會에 서 社會發展過程에 對한 公共의 計훌l的 關與經路는 都市計劃l過程뿐이 

었고 따라서 「都市計劃」이 곧 社會經濟計劃J-般과 같은 意味로 認識되었기 째문이다. 다 

시 말해셔 美國에는 가령 佛蘭西나 韓國과 같은 國家經濟計劃l의 傳統도 없었고 英國이나 

北歐 諸國과 같은 社會保障制度에 關한 國家的 計劃도 없었기 때문에， r都市計劃」만이 唯

一하게 公認된 計畵u過뚫으로써 , 社會의 모든 問題에 對한 公共的 關與의 多樣한 要請을 받 

37) Henry Fagin, “Organizing and Carrying Out Planning Activities within Urban Govern
ment ":, (in JAIP, xxv, 1959). 

38) Chris Paris, ed. , Critical Readings in Planni:ηg Theory, (Pergamon Press, 1982,) pp.41 
...... 42 

39) Ibid. , p.42. 
40) Aaron Wildavsky, “If Planning is Everything, May Be 1t’s Nothingn , Policy Scz'eηces 

Vol. 4. 1973. p.127. 
41) John Friedmann, “1nnovation, Flexible R,esponse and Social Learning: A Problem in the 

Theory of Meta-planningn , Chris Paris, oþ. cit. , pp.169-175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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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여야 할 處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다만， 아이 러 니 칼하게 도， 各種 새 로운 計劃技法과 社會工學(social engineering) 技術이 

한창 發達하던 1960年代， ’ 70年代 무렵 에 社會的 • 政治的 不安狀態가 닥쳐 서 , 그러 한 새 로 

운 計劃技術自體의 社會的 適實性이 批判當하고 그 實效性이 挑戰當함으로 因해서， 都市計

劃分野에 있어서의 學問的 · 方法論的 混、때과 홉迷는 美國에만 局限되지 아니하고 거의 全

世界的으로 波及되었다. 

3. r훌間」과 「計훌~J의 相合

以上과 같은 理論的 現狀 (state of arts)과 우리의 現行 制度的 與件에 비추어 볼 혜， 韓

國에 있어 서 都市計훌l學의 專門的인 1iFf究領域은 都市的 A間定住의 「호間體系計홉l過釋」 

(spatial systems planning process)과 그 管理技法이 라고 하여 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컬間體系」라고 하는 擺念은， 都市的 定住環境에 있어서 그 物的(physical) 쫓素를 모두 낌 

含하펴 --이 려 한 못에 서 都市計劃은 「物的j (physical) 計劃이 라고 할 수 있다--그려 한 

物的 훨素 하나 하냐를 個떠的인 것으로 把握하지 아니하고 그들 間의 關係(spatial rela

tionship)로써 把握하는 것이다. 또 이 경우에 「關係」라고 하는 擺念은 두가지 以上의 環境

흉흥素間의 物理的 位置， 거리 등￡로 把握되는 것이 아니고， 래리 윗종령의 擺念을 벌어서， 

그것들의 機能과 活動上의 關係를 意味한다. 따라서 그것은 社會的인 關係로 把握될 수도 

있고， 또는 經濟的언 關係로써 分析될 수도 있을 것이다이러한 돗에서 都市計劃l은 社

會 • 經濟的 현상을 다룬다. 

이같은 關係를 맺는 個別 施設物 또는 物的 環境훌素들 各各은 그 各自의 物的 屬性에 

따라서 學問의 여러 專門分科에 依해서 調훌되고 分析되거나 設計·造作될 것이다. 또 다 

른 한펀 이들 物的 홈素들 間의 物理的(位置， 거리 등) 關係는 土木工學技術 또는 建集工

學技法 등으로써 設計되고 趙工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間의 機能的인 (functional) , 

또는 活動上의 關係에 관한 짧究와 變動管理는 都市計題l學의 固有領域이 라고 하여 야 할 것 

이다. 최근에 地理學이 「地域j(territory)과 「機能j (function)의 關係를 그들의 固有한 맑 

究領域으로 吸收하고 있지만， 地理學은 그같은 關係의 現狀分析과 그 理論化에 局限되어 

있는 基鍵科學的 關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比해서 都市計龜l學은 그같은 現狀分

析의 基鍵위 에 서 그 關係의 意:圖的 變動을 企하는 技術 또는 技法에 까지 그 領域을 넓 히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都市計團l學은 以上과 같이 「호間體系」의 意圖的 變動을 企하는 技法과 技術을 그 船

究의 對象으로 활 뿐만 아니 라， 그 技法과 技術의 實際 適用過뚫을 그 판f究領域에 包含하 

여야 할 것이다. 都市計劃의 社會的 存在理由(raison d’ étre)가 社會現狀의 改善을 薦한 것 

이기 때문에， 그같은 目的을 뚫한 技術과 技法의 適實性과 實效뾰의 檢證이 또한 都市計劃

學의 當然한 隔究領域이 되어야 할 것이다. 01 러한 뜻에셔 都市計龜l學은 社會過程(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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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로써의 都市호間體係의 變動過程을 管理 • 運營하는 技術과 制度的 裝置(institu

tional mechanism)를 그 陽究의 領域으로 하며 , 따라서 自然科學的인 또는 工學的인 좁은 

意、味의 技術의 領域을 超越하지 않을 수 없다. 

以上의 所論을 훨約컨데， 都市計畵u學은 都市的 地域(territory)에서 (人工的 • 自然的) 物

的(physical) 環境훨素들을 담고 있는 「호間J(space)을 그 實體的 陽究對象--郞 앞서 말 

한 「實體的 知識J (substantive knowledge) 探究의 場--으로 해 서 , 그 호間의 機能的 또 

는 活動上의 體系의 變動을 企하는 過程을 管理하는 節次的 理論(procedural theory)의 體

系를 形成하는 것을 그 固有한 課題로 삼는 專門分野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定義

는， 都市計劃에 對한 社會的 要請의 歷史的 變遭過程과 오늘날 우리의 制度的 與件에 비추 

어 볼 때， 그 社會的 쭉當性도 있다고 判斷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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