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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土地利用規制 制度의 많훌方向

問題의 提起

주어진 土地플 어떻게 利用할 것이냐에 대한 公權力의 介入은

여러 가지 形態로 존재하

여 왔으며 오랜 歷史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近代的인 土地利用規制制度가 도

입된지는 그렇게 오래지 않다. 1934年 朝蘇市街地計劃令의

制定을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본다면 半世紀의 역 사에 불과하다. 그럼 에 도 불구하고 現行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옮u度는
역사에 비하여 外形的a로 엄청나게 비대해져 있다.

특히 1962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의 時代的 필요성에 따라 다른 나라의 制度를 받아들임에 따라

問題 또한 비째해

온 감이 없지 않다. 한 나라의 制度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한 制度를 만들어 낸 歷史的

背景과 特珠性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짧은 期間에 다릎 나라 土地利用에

관한 規制制度를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이다보니，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뿌리가 다른 여러가지 制度를 그럴듯하게 정목시킨 것도 없지 않다.

또한 한 나라의 制度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것이 지닌 겉으로 나타난 肯定的 測面과 더불
어 否定的인 測面이 있게 마련이고， 한 나라에서 성공하였다는 制度가 우리’ 나라에도 반드
시 좋은 制度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比較土地利用規

制制度의 意義가 있으며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制度의 改善方案을 模索하는 데 하나의 출
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制度上 많은 問題點이 있다는 첨을 否認할 수 없다. 本 船究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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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구체적으로 제시코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比較士地

利用規制 制度的 測面에서 問題를 보는 視覺과 改善의 巨視的 方向을 제시코자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土地利用規制짧u度上 많은 問題點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올 해결
하는 실마리를 찾다 보면， 그것은 우리 나라의 問題가 아니라

그러한 制度를 처음 만들어

낸 냐라들이 아직 도 고민하고 있는 問題들로서 우리 나라 특유의 문제 들과 겸 쳐 져서 나타냐
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 制度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선 좋다고 생각하는

制度이면 일단 그것이 지난 特珠性에 대한 커다란 맑究가 뒷받침되지 못한 채 우리의 것으

로 만들어 놓고 보니 많은 경우에 어디에서

시작하여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당황할 때가

많다.
우리 나라 近代的 土地利用規制 制度의 커 다란 줄거 리 는 日 本을 통해

우리 나라에 정착

되 었다고 할 수 있지 만， 英國을 비 롯한 유럽 諸國으로부터 직 접 도업 한 것도 있고， 美國的

언 制度와 發想들을 성급하게 접목시킨 것도 없지 않다.

냐아가 그러한 制度를 처음 만들

어낸 냐라에서조차 死文化한 制度를 우리 나라는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가 하면，
理想論에 머물고 있는 새로운 制度的 發想을 앞당겨 우리 나라가

없지 않다. 혹은 다른 나라의 制度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實驗을 하고

敎科書的
있는 것도

理解의 부족으로 잘못된 것도 있

고， ~，屬落된 것도 있으며， 이름만 비슷하지 內容이 다른 制度를 받아들인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 나라 士地利用規制 制度의 發展方向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리의 現行制度뿐

만 아니라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制度의 母體를 이루었던

다른 나라 制度의 歷史的 展開

와 問題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 二重的인 負擔을 지게 된다. 바로 여기에 比較土地利用規制
制度昭究의 意義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制度를 발전시켜 나가는 理論的
體系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種子가 다르고 자라난 環境이 다른 많은 樹種들을 韓國이
라는 土購에 移植 또는 接木시켜 놓다보니 그것들의 뿌리까지 캐보지 않고서는 問題解決의

실마리를 찾기란 대단히 힘들며，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土地利用規制制

度와 그것들의 敎訓들을 體系的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比較짧究의 펄요성은 더욱 증대해

가고 있다고 보여진다.

H.

比較冊究의 動向

開放된 國際社會에서 한 나라의 制度的 改善과 그것의 敎訓은 다른 나라에 직접 • 간접적
인 파급효과를 지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士地利用規制制度와 관련하여 理論的으로나 實
錢的 면에서 많은 比較맑究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더욱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지

난 20여 년 간의 國際的인 比較없究 및 國際的 모임 을 살펴 보면 UNol 1971年 世界各國의 土
地政策과 土地利用規制에 대 하여 現況을 體系的으로 정 리 한바 있으며，

1975年 蘇合報告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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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발간한 바 있다 (1) 나아가 1976年 Vancuover에서 開f崔된 UNÁ間定住會議 (UN Confer-

ence on Human Settlements) 를 개최하여 A間定住와 관련된 住~. 士地 • 環境問題에 대한
世界的 團論을 불러 일 A 킨바 있 ξL며
會議를 속개 한바 있다 (3)

(2) ,

1978年 Stockholm에서

土地利用政策에 대한 國際

世界銀行도 1978年 都市土地利用政策과 土地利用規制에 관한 맑

究報告書블 출간한바 있다 (4) 1980年代 들어와서도 UN이

住힘 및 土地問題에 대한 國際會議를 개최한바 있으며，

중심이 되어

특히

및 土地利用規制와 관련하여 臺灣의 土地改華힘1[練院 (Land

여러 차례에

아세아諸國의

걸쳐

土地利用政策

Reform Training Institute) , 日

本 나고야 所在 UN地域開發센 터 (UN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 , 타이 방콕所在 아

시 아 빛 太平洋地域社會經濟委員會 (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의 A間定住分科(Division of Industry, Human Settlements and Technology) 의
活動에 注目할 만하다 (5) 民間陽究機關으로서는 링컨土地政策昭究所 (The Lincoln Institute

of Land Policy) 의 活動 또한 國際的 比較昭究의 測面에 서 커 다란 投劃을 하여 왔다.
그러 나 이 상과 같은 世界的인 比較%究 외 에 2個 또는 3個國間의 比較昭究가 지 난

년간 활발하게 이루어진바 있으며，

10여

특히 英·美間의 土地利用規制와 관련하여 比較짧究가

활발히 이루어진바 있다 (6) 유랩에 있어서는 英國 • 美國 • 西獨간의 地方計劃制度，

土地脫

制， 新都市開發， 業務機能分散， 土地利用規制에 관한 比較짧究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7)

“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rbaπ Land Policies aηd
Land Use Contro1 Measμres， Vo l. 1-6: Regional Volumes (1 97 1) and Vo l. 7: Global Sum.
mary (1 975).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Settlements(Vancouver, 31 May-ll Jure) , 1976.
United Nations, Syη thesis Report on the Seminar 0η Land Use Policies(Stockholm , 12-17
June 1978) , 1980.
The World Bank , Urban Land Policy Issues and Opportιnities， Vo l. 1 and II,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 No. 283 and 284 , 1978.
UN/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Physica1 Profi1e of Cities
in the ESCAP Region (J une 1982); Policies Toψards Urban Slμms: Slκms and Sqιatter
Sett1ements 쩌 the ESCAP Regioη (1980); Hlκ maη Sett1ements At1as for Asia and the Pacific ,
Part 1 (Bangkok , Thailand , 1984) and Laη d Policies iη Hμ maη Settlemeη ts: A Regiona1
Oνerψiew on C:μ rrent Practice Towards More Effective Utilization of Urban Land(New
York , 1985).
Charles M. Haar(ed.) , Law aηd Land: Ang1o-Aηtericaη P1anning Practice(Harvard Univer.
sity Press, 1964); Marion Cla￦son and Peter Hall , Plaη껴ηg and Urbaη Growth: Aη
Ang1o. Americaη Comparison(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Comψarative Laηd
Use P1aηning and Regμ 1atioη(Urban Planning/Development Series No. 12) ,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 University of Washington , 1975); P.P. B. Chaupy , P1aηηing in Europe
(Geoge Allen and Unwin , 1984) and Daniel Mandelker , Land Use Law(Charlotteville:
Michie Co. , 1982); 懷邊優一， 比較都市計훌j序說 --(=r!J Ã7j !J;1J(l) 土地利用規制(東京 : 三省
堂， 1985).
H.W.E. Davies, 1η ternational transfer and the inner city: Report of the Triη atioηa1 Inner
Cities Project. (Qccassional Paper 5) , School of Planning Studies, University of Readings,
1980.

(1) United Nations,

(2)

(3)
(4)
(5)

(6)

(7)

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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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國과 和蘭간의 地方計劃 및 土地利用規制 制度의 比較짧究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8)

나아

가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美國과 蘇聯間의 都市開發 및 開發規制에 관한 比較昭究도 이루
어진바 있다 (9)

J[.

比較冊究의 方法과 問題

比較짧究의 필요성과 활발한 比較맑究에도 불구하고 現實的 問題와 方法論上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國際的 또는 國家的 土地利用規制制度의 比較짧究에 있어서 現實的 문
제로서 言語의 문제와 政治經濟構造的 差異에서 오는 規制 自體에 대한 認識의 差異블 들
수 있다 (10) 이 를 몇 가지 로 나누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土地利用規옮U (land use control) 의 擺念과 관련하여

다른 의미로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다.

나라마다 用語는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土地의 利用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定義

될 수 있지만， 土地利用의 觀念을 廣義로 보느냐 俠義로 보느냐에 따라 土地利用規制는 달

라질 수 있다. 土地利用을 廣義로 볼 때 土地의 所有 • 開發과 管理까지

포함하는 경 우가

많￡며 土地의 所有 • 開發 • 管理 및 利用과 관련된 政策을 포괄적 으로 뜻함으로써
用政策(land use policy) 과 같은 擺念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土地利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 서 土地利用이 라 할 때 士地所有 • 土地開發 • 土地脫制 • 土地管理 등과 區分되는
의 土地利用의 擺念으로

狼義

사용되고 있는 것 같다 (11) 따라서 土地利用規制라 할 때 土地의

利用에 관한 政府의 介入에 국한시 켜 볼 수 있으며 ,

西歐的인 경 우 開發規制(development

control) • 地域制 (zoning) • 짧地分劃規制 (sub-division control) (12)

•

建葉統制 (building

con-

trol) 와 같은 具體的안 規制手段을 중섬 으로 보는 경 향이 있다.
그런데 現代에 들어와 土地利用規制는 이른바 조용한 華命 (quiet revolution) 이략고 불리

워질 정도로 傳統的인 俠義의 觀;念으로부터 廣義의 擺念으로 확대되고 있다 (13) 주어진 土

地를 보다 效率的이 고 合理的으로 利用하기 위 해 서 는 開發規制 • 地域制 • 뚫地分劃規制 • 建
(8) D_ Thomas et a l., Flexibility and commitmeη t in plaη ning: a comparative study 01 local
planning and development iη the Netherlands and England, Ni-hoff , The Hague, 1983, page

XXII.
Deγelopment ， Planning New Towns: National
Reports 01 the U.S. aηd U.S.S.R. , 198 1.
(1 0) H. W. E. Davis, op. cit. , p. 13.
(ll) M. Neutze , “ Urban Land Policy in Five Western Countries," Jo:μ rnal 01 Social Politics,
Vo1. 4, No. 3, 1975.
(1 2) Zoning은 우리 나라의 경 우 地域制 • 地城地區制 등으로 倫·用되고 있우며， sub-division control
역 시 街區分 • 規制， 뿔地分合規制sf:;地分合規制 등으로 의 역 되 고 있으나， 美國에 서 말하는
sub-division control의 意味를 정확히 표현하는 用語로는 부적함한 것 같다. 그러나 짧地分 •

(9) 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規制라는 用語로 통일하는 것도 하나의 代案으로 본다.

(1 3) Fred Bosselman and Da퍼d Ca 11i es , The Q찌et Revolιtioη in Land Use Control , GPO for

Council on Environmental Quality,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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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P.

Healey의 土地利用規制 比較맑究훨素 및 類型

分析的 흉흉素

特

的

싼k

型

類

가. 權限의 所tE

@ 中央集權的 成文

@

나. 規制의 形式

@法律

@ 行動規則 또는 內規

다. 規制의 性格

@ 法律的 훌훌束뾰

@ 行政的 載量性

地方分權的

@

라. 擔當A 力

@ 職業的 專門家

~-般的 非專門家

마. 制度의 連用

@ 合理的·技術的 判斷

@ 參與的·合意的 判斷

바. 適用對象

@ 全國的 홉u-性

@ 地域的 特珠性

종월統짧j 등과 같은 2jS面的이 고 斷片的인 土地利用規制는 現代社會가
制에 는 스스로 限界가 있 A며，

寶錢的 事例

直面한 土地利用의 規

土地利用에 대한 政府의 介入도 土地所有， 開發， 脫制， 開

發利益의 社會的 還元問題와 관련하여 蘇合的￡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 대두되기 시작하

였다. 따라서 本 없究에 있어서도 土地利用規制라 할 때 俠義의 士地利用規制에 魚點을 두
고 廣義의 士地利用政策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언급코자 하였다.

둘째， 土地利用規制에 관한 國際的 比較船究에 있어 서 %究對象國家의 政治 • 社會 • 經濟
的 特珠性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어떠한 比較짧究에 있어서 항상 부딪치는 問題이
지만， 土地利用規制制度와 관련하여 힐리 (P. Healey) 가

分析的 훨素는 한 나라의 土地利用規制制度의 特性을

제시한

다음과

파악하는 데

같은 여섯 가지의

하나의

좋은 出發點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4)

즉 土地利用規制 및 決定權의 中央集權的이냐 地方分權的이냐로

나누어 폴 수

있으며，

土地利用規制의 形式 (format) 이 成文法律의 形式을 띠고 있는지， 行政的 內規의 形式을 띠

고 있는지， 또는 實錢的 事例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하나의 類型으로 볼 수 있는 것 같

다. 다음으로 規制의 性格이 法律的 羅束性이 강한지 行政的 載量性이 강한지 에 따라 분류

할 수 있으며， 土地利用規制를 담당하는 A力이 專門家냐 아니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非專門家냐에 따라 분류

나아가 土地利用規制制度 運用이 合理的·技術的인 基準에 의헤

이 루어지 느냐， 아니 띤 利害關係者들의 合意 또는 協議에 의 해 이 루어지 느냐도 類型的 特性

으로 들 수 있다. 끝으로 土地利用規制가 全國的으로 劃一的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地域的
特性을 감안하여 選擇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각 나라마다 다른 特性을 지닐 수 있다

고 분류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表-1)과 같다.
이상과 같은 헐리의 分析的 훨素와 類型은 어느 한 나라가 극단적인 하나만의 特性的 類
型에 속하고 있다고 보커브다는 다른 나라보다 相對的으로 보다 강한 特性을 지닐 수 있다
는 分析的 틀을 제시한 것이다. 많은 나라을이 이상의 類型的 特性의 混合된

形態를 취하

고 있으며 비록 한 나라도 時間이 지남에 따라 特性들이 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比較짧究의 次元에서 본다면 나라마다 독특한 土地利用規制制度의 스타일을 지니고

(1 4) Patsy Healey, Loψal Plans in ßriμ1sh Laηd Use Planniηg(Pergamon Press, 1983) ,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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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우리 나라도 우리 나라 나름대로 土地利用規制制度의 스타일을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分析的 類훨의

判斷을 하는 것은 대단허 위험하다고 생각되며，

어느 하나가

定立해 가고 있다

다른 하나보다 좋다는 規範的

한 나라의 制度的 特性을 파악하는 데 도

움을 줄 수 있을 것￡로 보여진다.
이상과 같은 헐리의 分析的 模型을 根幹오로 하여 韓國， 英國， 美國 및

規制制度의 比較없究와 관련 本%究에서는 比較對象 4個國의 政治構造，

日本의 土地利用

中央과 地方과의

關係， 土地利用計훨j體系， 土地利用規制의 形式， 土地利用規制에 따른 級爭의 解決方法， 開

發制限區域의 存在與否， 社會的 • 호間的 特性，

住"ë政策에 미 친 結果 등의 때面에서 살펴

보기로 하였다.

N.

土地利用規制 制度의 變選과 特性

1. 英園의 土地利用規制
英國 土地利用規制의

(Public Health

出發은

1848年 救負法 (Poor Law) 으로

널리

알려진

Act) 무로 소급할 수 있다. 塵業華命에 따른 대규모 農村A 口의 都市流入￡

로 都市의 生活環境은 극도로 塵、化되었으며 특히 勞動者들의 住현問題는
다.

이에 勞動者의 保健衛生 문제와 관련하여

하는 公共保健法이 制定되 었￡며

(Housing for Working Class

몇 먼의

住居環境改善을 위한

修正補完을 거 쳐

대단히 심각하였

建第規制를 내용으로

1890年 動勞者를 위 한

住힘法

Act) ..2..로 발전되 었다. 그러 나 1900年代初에 있었던 社會改寧

運動 ò 로 據散된 田園都市運動에 영향을 받아 動勞者의 住"ë問題는
적 計劃과 改造없이 불가능하다는 背景에서

Planning

公共保健法

Act) 을 制定하기 에 이 르렀다.

1909年 住힘

및

都市自體에 대한 근본

都市計畵~法 (Housing，

Town

1909年 住힘 • 都市計劃法은 現代的 都市計劃制度

및 土地利用規制制度의 大網을 훨入한 法으로서 歷史的 意義를 지니고 있는바 住힘에 관한

法과 都市計劃에 관한 法을 一元的￡로 담고 있었다.

(Town and Country Planning

그러 나

1932年 都市 및

Act) 으로 改稱하었무며 都市計劃에 관한

府權限의 補彈 및 都市뿐만 아니 라 周邊農村地域을

農村計劃法

內容의 據大와 政

하나의 連續的인 都市計훨l規制의 領域

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1909年 住힘·都市計劃法과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1932年 都市
및 農村計劃法 이 래 1935年 帶狀開發規制法 (Ribbon

Development Control

Act) 과

1938年

런던과 주변에 대한 그린벨트法을 制定한 바 있다.
그러나 英國都市計劃 및 土地利用規制에 근본적인 制度的 改뭘을 가져온 것은 第 2 次大戰
以後 1947年 都市 및 農村計劃法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이 었다.

및 農村計劃法의 改正을 위한 理論的 핍究는 이미 第 2 次 大戰期間 동안에

1947年

都市

이루어진바 있

었다. 大都市의 A 口 및 塵業集中3íIJ制와 計劃的 分散을 주창한 바로우 (Barlow) 委員會 報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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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 (Royal Commission on the Di stribution of the Industrial Population Report , 1940) 와 農

村地域의 土地利用과 農親地保全을 歡告한 스코트 (Scott)委員會 報告書 (Report of the Com-

mittee on Land Uti1i zation in Rural Areas , 1942) 와 開發利益의 社會的 還收와 補價制度의
改華을 주창한 아스와트 (Uth￦att)委員會 報告書 (Expert

Committee on Compensation and

Betterment Report , 1942) 등 3報告書가 그것 이 다. 1947年 都市 및 農村計畵j 法은 開發計劃
(development plan)의 漸念을 도입하였으며 土地를 開發하는 權限을 근본적으로 國有化하는
내용이었다. 이 法은 勞動黨內聞에 의해 通過되었으며 勞動黨의 社會經濟的 政網을

잘 대

변해 주는 立法이었다. 그려나 1953年 保守黨內聞이 執權하면서 1947年 法의 주요내용들은
廢止되었으며 그후 勞動黨과 保守黨의 어느 黨이 執權하느냐에 따라 都市計劃 내지 土地利

用規制는 兩黨의 政網에 따라 크게 變化플 거듭하였다

즉 保守黨은

自由市場메카니즘에

업 각한 受動的 土地利用規制를 주창한데 반하여 勞動黨은 根本的으로

모든 土地의 公有化

를 目標로 하는 能動的 土地利用規制를 밀고 나갔다. 勞動黨에 의 하여 制定된 1965年 土地
委員會法 (Land Commission Act) 은 計劃을 위한 土地의 取得과 土地로 부터 발생하는 開
發利益의 100%까지 回收하는 깅 력 한 權限을 士地委員會에 부여 하였던 것 이 다.

또는 1968

年 都市 및 農村計劃法을 改正하여 二元的 都市計劃 즉 構造計畵~(structure plan) 과 地區計

劃(local plan) 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에 의 해 廢止되 었으며

그러나 勞動黨의 土地委員會法은 1970年 保守黨政權

1974年 地方自治團體를 대 폭 統廢合하여 카운티 와 디 스트릭 트라는

重層構造로 改編하였다. 따라서 카운티는 構造計劃을， 디스트럭트는 地區計劃을 담당케 하
었다. 그러나

1975年 勞動黨은 士地公有化法 (Community

法 (Development

Land Act) 과 1976年 開發士地脫

Land Tax Act) 을 制定하였￡나 이들 2個法은 1965年 土地委員會法의 精

神을 修正한 내용을 根幹￡로

하고 있었다.

1980年 렛처首相의 保守黨內聞이

1975年 土地公有化法과 開發土地脫法을 廢止하고

1980年 地方政府，

들어서자

計劃 및 士地法 (Local

Government, Planning and Land Act) 을 制定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0年 地方政府， 計劃 및 土地法은 @ 카운티 로 하여 금 거의

모든

빼除하였으며 @ 構造計劃에 대한 環境省의 承認節次를 간소화시켜
으며

開發規制에 權限을

시간을 단축토록 하였

Q) 微微한 土地利用 變更이 나 新開發을 開發規制對象에 서 제 외 하였으며

制에 대 하여

地方政府에 게 權限을 대 폭 委任시 키 는 조치 를 취 하였다 (15)

@) 詳細規

나아가

1980年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保守黨政權은 住';f;建設， 新都市開짧， 都市再開發(예 : London과
Liverpool의

Dockland 再開發) 事業을 民間部門으로 轉換하였으며 심 지 어 大런던議會 (Grea

ter London Council) 를 解體하기에

이르렀다.

대신에

都市開發會社 (Urban

Corporation)과 企業地區 (Enterprise

Zone) 擺念을 새로이 도업하여 特定地區에 대한 開發

Development

(15) Peter Ha l1, “ Hosing, Planning, Land , and Local Finance: The British Experience ," in
George Lefcoe ed. , Urbaη Land Policy }or the 1980s, Lexington Books, 1983, pp: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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規制를 대폭 면제시켜 주는 改華을 단행하였던 것이다.

英國의 都市計劃 내지 土地利用規制는 英國議會에 의해 주어진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下
向的 性格을 띄고 있다. 英國의 議會는 男子를 女子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할 갱도로 土地利用規制 및 私有財盧權에 대한
權限을 지니고 있다. 美國과 같이 憲法에 의한 制約도 없다.
計劃과 地區計훌~...2..로 重層化되 어 있다.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制約을 할 수 있는 절대적
土地利用計劃과 規制는 構造

地區計劃은 構造計劃의 精神과 開發哲學에 轉束되

어 있￡며 構造計劃은 카운티와 같은 上級地方政府에，

地區計劃은 디스트릭트라는 下位地

方政府의 權限에 속하게 함으로써 下向的 體系률 가지고 있다.

美國의 경우에도 經合計劃

(comprehensive plan) 또는 一般計劃 (general plan) 과 地域制計劃 (zoning plan) 으로 重層化
되어 있 A나 計劃樹立 호體가 同一할 뿐 아니라 結合計劃에
題束的인 것은 아니 다 (16) 地域制는 綠合計劃에 대 하여

대하여

地域옮y計劃이

반드시

상당한 융통성을 지 니 며 地域制計

劃 자체도 상당한 例外 (variance) 와 特例 (special exception) 를

안정하는

커다란 융통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英國의 경우 美國에 비교하여 計劃과 規制의 硬直性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있다.

2. 美園의 土地利用規制
美國은 광대한 나라이고 A 口密度에 있어서도 英國，

日本， 우리나라에 비교하여 9分의 1

에 불과하다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다른 土地的 選擇의 폭이 대단히 많은 나라이다.
市의 zp:面的 據散을 구태여

막을 필요를

느끼지 않았으며

都

英國의 그린벨트나 우리나라의

開發制限區域과 같은 制度的 裝置가 필요없었다. 土地利用의 立體的 또는 華直的 分化보다

zp:面的 分化가 가능하였 a며 自動車保有率도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나라

이다. 따라서 都市의 中心과 했外를 뻗어가는 都市高速道路網， 大樂交通手段의 未備， Á種
問題와 관련한 호間的 分化로 特性지울 수 있다.

따라서 土地利用規制와 都市計劃制度의

導入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늦은 출발을 한 셈이다.
1889年 首都로서 와성톤에 대한 高度規制 및 建葉規뚫u와 관련된 都市計劃的 擺念을 도입
한 바 있 A 나 1900年代初에 전개 원 都市美化運動 (City Beautiful Movement) 으로 부터 近代

的 都市計劃運動이 시작되었다 해도
塵業華命期 都市의

病解와 勞動者

무리가 아니다.
住'=8問題로 부터

美國의 土地利用規制는 英國과 같이
출발하였다기

보다 審美的 (asthetic

consideration) 측면이 강조되었다. 學問的으로 보아서도 造景學이 都市計劃學보다 먼저 體
系化되었고 造景學으로 부터 都市計劃學이 分化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1916年 뉴욕

에 部分的이나마 地域制가 처음 導入되었으며 1926年 유명한 유크리트判例 (Euclid Case) 를
계기로 하여 커다란 轉換點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유크리드大法院判例에 의해 地域制에 대

(16) Victor Moore , “ The Public Control of Land Use: An Anglophile’ s View ," J. H. Carr and
E. Duensing ed. , Laηd Use Issμes 01 the 1980s, Centre for Urban Policy Research , Rutgers
University, 1983. pp.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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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合法性과 正當性을 부여 하였으며 같은 해

標準地域옮u授權法 (Standard Zoning Enabling

Act) 가 制定됨 ￡로서 地域制와 옳地分合規制가 全國的으로 확대되 었다. 냐아가
準都市計劃授權法 (Standard

City Planning Enabling

Act) 가 制定됨 으로서

1928年 標

一般計劃 (Ge

neral Plan) 의 도입과 都市計劃委員會가 行政， 司法， 立法에 준하는 4權分立的인 獨立機關
으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美國의 都市計劃과 土地利用規制制度는 근본적으로 上向的이며 地方自治團體의 固有領域
으로 출말하였다. 州政府 및 聯했政府의 投害U은 처음부터 배제되었으며

市나 카운터의 固

有權限으로 각 市나 카운티마다 다양한 制度的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몇가지 共通性을
찾아본다면 地方政府마다 計劃條例 (planning
制條例 (subdivision

code) , 地域制條例 (zoning code) , 뚫地分合規

control code) , 建藥條例 (building códe) 를 가지고 있 A며 상당히 융통성

이 높은 規制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그린벨트와 같은 都市平面據散 規制手段이 거의 없 S

며 開發利益의 還收制度가 또한 거의 없는 特性을 가치고 있다. 土地利用規制에 있어서 般計劃과 地域制 또는 행地分合規制간에 훌훌束性을 요구하고 있지 않 o 며 1926年 이 래 地域

制에 대한 柔軟性을 살리는 많은 擺念들이 도입된 바 있다.

重複地域制 (overlay zoning) ,

留保地域制 (holding zoning) , 훌約地域制 (contract zoning) , 條件付地域制 (conditional zon-

ing) , 計劃單位開發 (planned unit dev e1 opmen t),

特別地城制 (special

zoning) 등의

制度가

도입된 바 있다 (17)

그러 나 이 와같은 市나 카운티 行政地域에 局限된 地域制 중심의

土地利用規制에 서 1960

年代에 들어오면서 커다란 變化가 있었다. 그때까지 극히 소극적인 역할을 하였던 州와 聯
郭政府가 土地利用規制에 關與하기 시착했고 長期的 都市成長과 開發戰略에 대한 政策計養u
的 擺念이 등장하였던 것이다. 1961年 하와이州의 土地利用法 (Land Use Law) 를

출발로

하여 벼먼트州， 메인州， 콜로라도州가 州全域에 결치는 廣域的 土地利用規制制度를 도업하

였으며 이른바 英國의 構造計훌j과 비슷한 成長管理 (growth management) 政策이 등장하였
다. 聯해政府 역시 땀뿔地域規制 (coastal zone regulation) ,

大氣펀榮및 水質펀榮과 관련된

法을 制定하면서 자연 土地利用規制에 대한 역할을 증대시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美國의 土地利用規制는 아직도 地方政府劃據的 地域制 중심으로 특성

지워져 있으며 開發利益의 社會的 還收制度가 未備하며

土地利用規制에 있어

地方政府의

地方政治的 쭉짧過程에서 -實性을 유치하고 있지 못한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
라가 美國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敎訓은 극히 制限的인 것 같으며

-部 州에서 실시하고

있는 州土地利用計劃 내지 成長管理政策과 같은 새로운 試圖에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8)

Donald G. Hagman , Pιblic Planning and Control 01 Urban aη d Land Deψelopment， West
Publishing Co. 1980, pp.456-571.
(1 8) Sang-Chuel Choe, Land Use Planniηg and Control for Cheju: Learηing from Hawaii ‘s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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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日本의 土地利用規制
올해로서

日本이 近代的인 都市計劃의 擺念과 手法을 導入한지

市區改正이란 이름￡로 都市內 幹線街路의 改修와 整備 및

100週年이 되었다. 이른바

*且惡建葉規制를 포함하는 것이

었다. 市政改正 및 建棄取縮規則은 1875年 프로시 아의 街路線法 및

建葉緣法을 母體로 하

였 o 며 요늘날 말하는 都市計劃 내지 土地利用規制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地建葉勳法과 都市計劃法을 制定한 것은 1919年이 었다.

計劃法에 가장 큰 영 향을 받았다고 보여 진다.

日本이 市街

이는 英國의 1909年 住힘 및 都市

都市計劃을 實現하는 手法으로서 1923年 特

別都市計劃法을 制定하고 역시 1902年 獨速의 표랑크푸르트 市長이었던 아닥케스 (Lex Adickes) 가 創案한 士地區劃整理手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상이 바로 1945年까지

日本의 都

市計劃을 발전시켜 온 制度的 裝置었던 것이다.
그러 나 第

2 次大戰이

끝나면서 都市計劃制度에 많은 改혹을이 이 루어 졌는바 1950年 建藥基

準法의 制定이 그것이다.

用途地域地區制를 多樣化하였으며

建葉基準法은 個體的 建物規制로 부터 集團的 建集規制의
쨌義의 建葉規制로 부터

建葉嚴定制度를 導入하였다.

觀念을 도입하였 a며

土木 및

都市計劃的 士地利用規制의 擺念을 도입 하였다 (19) 그러 나 都市

計劃法의 改正은 상대적￡로 늦어지고 있었다.

급격한 都市化가 進行되고 있었고 東京을

위 시 한 大都市園計劃과 무계 획적 인 都市의 ZF面據散이 가장 큰 문제 로 등장함에 따라
年에 首都圍整備法을 비 릇한 1963年 近離圍整備法

1956

1966年 中部園整備法을 制定하기 에 이

르렀다. 그와 동시에 大都市의 A 口集中찌]制와 新工業都市育成을 위한
建設t足進法 및 1963年 新住힘市街地開發法 등을 制定하었다.
서 都市의 ZF面據散柳制를 위한 英國의 그린벨트와 같은

1962年 新塵業都市

특히 1960年代初에 들어오면

綠地帶法옮u定의 움직엄이 강력하

게 시 도되 었고 결과적 으로 1966年 首都園近했綠地保全法을 制定하게 되 었다 (20)

그려 나 日 本 都市計劃史에 서 거의 半世紀만에 1968年 都市計劃法의 全面改正이 이 루어 졌

는바 建設大닮에 속하였던 都市計劃決定 權限융 地方퇴治團體에게 委任하였으며 公聽會，
計-劃j案의 織魔， 意見:畵의 提出 등 住民參加의 걸을 열게 하였으며 ,

市街化調整區域괴-

市街化區域이 란 二元的 區域體制와 開發許可制度블

다. 1968年 都市計劃法은 都市의 無計劃的 ZF面據散을

를‘ 導入함￡로써

土地利用과 관련하여

처 음ξ로 導入하였

阿止하기 위한 市街化調整區域制度

1966年의 首都團近짧綠地保全法의 立法趣릅플 발전적 으로 수용하였으며

西歐的인 計劃立案과 計劃決定에 市民參加를 강화시켰다는 데 특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21)
Experieηce，

Presented to the 2nd Conference on Cooperatioη and Regional Deνelopment
Between Chej:ι and Hawaii , July 13-14, 1987. Centre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 i.

(19)

補懶正太郞， “:b:ò'國@都市計劃 {ζ 쉴냐킹土地利用 |ζ?ν 、 T ”，

都市計劃 第 104號 (1978‘ 12) ，

8-11.

(20)
(2 1)

橫山浩， “ rri街化區城制度 η 짧象 ε 課題

빼 íti計앓IJ 第92號 (1977.1)，

pp.4-12.

宮澤美智雄 “都市計펴法 8 制度 k 土地利用計옆U"， 都市計폐 第 104號(1 978.12) ，

pp.16-2 1.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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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年 都市再開發法의 制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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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年 國土利用計劃法의 制定이 있었으며 1980年 都市計劃

法과 建棄基準法을 改正하여 地區計劃j制度를 導入하였다. 地區計훌l制度는 西獨의 建棄計劃l
(Bebaungsp1an) 의 觀;念과 美國의 t윌地分合規훤J (sub-division contro1) 의 擺念과 類似한 것￡
로 日本이 近代的인 都市計團j을 導入할 때 미 처 하나의 制度로서

詳細計畵u과 土地利用規制를 가능케하는 길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定홉시 키 지 못한 地區的

地區計劃制度가 日本的

風土속에서 어떻게 定훌되고 運用될 것이냐에 대한 추이가 주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에도 이의

펄요성을 연구한 바 있다 (22)

日本의 都市計劃 빛 土地計劃規制 制度上의 改華과 功過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敎訓을

줄 수 있다. 왜냐하연 우리나라 近代的 都市計劃과 士地利用計劃의 導入이
번 鴻過된 것을 받아들이 는 경 향을 띄 고 있으며

로 부아 보다 直接的인 參考가 되기 때문이다.

日本을 통해 한

日 本의 經驗이 國土的 與件이 나 都市構造

日本의 都市計劃과 土地利用規制는 아직도

士木事業中心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뭇하고 있으며 土地投機 및 開發利益의 社會的 還
元에 失敗하였다고 볼 수 있다.

土地의 細分化와 住::E問題， 狂홉L地價， 都市의 平面據散의

防止에 실패하었으며 美國이나 英國과 같은 都市成長의

停濟 내지 解體를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日本의 都市는 아직도 全般的 成長局面에 있으며 成長흉主의 計
劃과 規制가 特性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日本的 都市計劃 및 土地利用規制의 歷史가 주는 敎訓 또한 무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 다. 그것은 都市호間의 高密度利用과 人間的 R度의 開發을 가능케 하는

土地의 混合

的 利用과 中心市街地블 活性化할수있었다는점이다. 用途의 分離보다 混合을 積極的a로

活用함으로서 都市活動의 活性化를 기하였으며，

各種社會階層間의 社會的， 호間的 混合을

이룩하였으며 都市內 鐵道와 大累交通手段을 적극적으로 開짧 都市構造的 定훌을 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3) 우리나라는 日本의 制度를

많이 받아들었다.

어떤

주저 하고 있는 制度롤 과감히 받아들인 例(開發制限區域)가 있는가하면
들인 制度플 마 루었거 나 變形된 形式으로 받아들인 경 우도 없지 않다.
日本이 都市計劃의 立案과 決定에 市民參加制度를

확렴한데

경우에는 日本이

日本이 앞서 받아
後者로서 는 1968年

비해 우리냐라는

1983年에야

겨 우 公聽會와 같은 制度를 導入하었으며 , 學者로서 는 日 本이 1980年 地區計劃制度를 新設

하였 a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實現을 보지 옷한채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建葉法에 都市設計條項을 新設하었

日本은 1968年 이미 都市計劃決定의 地方分權이 이루어졌 a 나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도 中央集權的 性格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여진다.

4.

韓國의 土地利用規制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土地利用規制의 필요성은 人口가 밀집되어 있고 土地利用間의

(22) 建設部， 地區計뽑j 制度의 평入을 위 한 돼究， 198 1.
(23) 聽邊俊一， 比較都市計뽑ijFf>說 -1 후 Y 7. 7}Y 力 m 士地利用規없ij ， 三省堂，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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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이 많은 都市에 서 먼저 생 겨 났다. 역 사적 으로 본다면 都市土地利用에 대 한
市의 歷史만큼이나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1 988)

規制는 都

대체로 近代的인 土地利用規制는 20세기

초에 들어와 制度的인 定훌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24) 英國의 경우 1909年 都市

計劃法 (Housing， Town Planning , Etc. Act) 을 제 정 하었￡며 ,

美國의 경 우 1916年 뉴욕市

의 地域制 導入과 1926年 유크리드 (Euclid) 市의 地域制에 대한 聯郭最高法院의 合憲性判決
이 후 1930年까지 全國的인 都市의 土地利用規制가 이 루어 졌으며 ,

日 本이 1919年 都市計劃

法과 市街地建棄物法을 제정하었다는 것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우펴 나라는 1934年 朝蘇
市街地計劃令을 제 정 하었￡나， 그 이 전에 도 서 울과

몇 개 의 新開發都市의 市區改正事業이

란 이름A로 土地利用規制의 原始的 形態、가 도입된바 있다 (25) 그러나 우리 나라는 近代的

인 土地利用規制가 다른 나라보다 늦게 도입되었다는 事實에 더하여

1962年 朝解市街地計

劃令을 폐지 하고 都市計劃法과 建葉法이 制定될 때까지 거의 30年 가까이 제 도적 으로나 실
천적·으로 맑究와 發展이 거의 없었던 역사적 공백이 생겼다는 것이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

制制度發展을 낙후시 킨 하나의 理由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1962年 都市計劃法과 建葉法이 제 정 되 었지 만 1960 1건대 부터 더 욱 加速化되 기 시 작한 都市
化와 塵業化를 맞아 土地利用規制制度는 거의 無防備狀態로서 對 1lE을 應變的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時間과 管理能力에 쫓기다보니 많은 虛點과 問題를 동반
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 近代的 土地利用規制의 짧은 歷史
속에서도 몇 가지 커다란 흐름을 찾을 수 있는바 다음과 같다.

가. 都市的 規制→地域的 • 全國的 規制
都市中心의 土地利用規制로부터 地域的 • 全國的 土地利用規制로의 據散이 다.
蘇市街地計劃令도 그러 하였지 만， 1962年 都市計劃法 역 시 都市에 국한된

1934年 朝

또는 都市計劃適

用對훌都市에 국한된 土地利用規制制度였다. 1962年 都市計劃法制定 당시 40여에 불과했던

都市計劃適用都市들이 1986年 현재 600여개로 증가하였다. 즉 都市的 土地利用規制가 面積

上 확대되 었을 뿐 아니 라 1971年 都市計劃法의 改正으로

開發制限區域。1 도입되 면서 都市

計劃區城브다 더욱 확대된 都市的 土地利用規制가 이루어지고 있다.
地利用規制制度上 가장 큰 잔기를 마련한 것은

(24)

1972年 제정된

그러나 우리 나라 土

國土利用管理法이었다.

이

英園의 경우 1909年 이전 1848年 公共保健法 (Public Health Act) 과 1851年 住ε효法 (Labourin lS
등에도 土地利用規制의 內容이 斷片的으로 들어 있었요나， 1909

Classes Lodging Houses Act)

年 都市計劃法의 制定으로 都市計劃스컴

(town planning

scheme) 制度의

도입 과 新市街地開發

의 경우 餘合的인 土地利用規制를 法的으로 錢務化시켰다. 美國의 경우에도 1916年 New York
市의 地城制를 蘇合的 土地利用規制의 효시로 볼 수 있으나， 1880年代 初 California써에 있어
서 中國A居住地城制限을 위한 洗灌所立地規制와 1889年 Washington D.C. 의 홉度와 景觀規制
출 위한 先例를 찾아볼 수 있다. 日本도 마찬가지로 1919年 都市計劃法과 市街地建緊物法에 의
한 地域制의 專入前에 도 프로시 아의 1875年 街路線 몇 建藥線法과 1902年 Adickes法올 引用한
部分的 土地利用規制흘 한 바 있다.

(25)

孫植陸， “ 日 帝下의 都市計뽑j에 관한 R究
第 l 號(1 986).

國士計劃， 第 20卷 第

l

號， 第 2 號(1 985) 및 第 21 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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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은 都市뿐만 아니 라 國土全域에 대 한 土地의 利用을 종합적 으로 규제 하고 제 한된 國土호

間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였다. 1972年 國士利用管理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都市計

劃區域을 제외한 國土에 대한 土地利用規制가 없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1972年 이전에

도 國土利用에 대한 規制는 特定한 單-目的이나 特定地域의 土地利用을 규제하는 法律들
이 있었으나， 1972年 國土利用管理法은 우리 냐라 최초로 規制內容面에서 綠合的이고 對象
地域에 있어서 全國的인 土地利用에 관한 法制였다.

그러나 國土利用管理法의 緣合性과 全國性은 일단 바람직한 發展的 制度라고
기존의

하겠으냐，

目的別로 對象別로 중복되고 다기화된 土地利用關係法律들의 근본적 정비없이 法이

재정됨으로써 混홉L의 加重과 屋t屋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理法이 國士利用規制에 관한 他法律에 基本法的 性格을 며게끔

즉 國士利用管

의도되었으냐 法이 의도하

는 바대로 되지 못하였다. 國土利用管理法의 制定은 이러한 면에서 意餘이 앞선 나머지 經
合的이고 全國的인 土地利用規制를 위한 調훌·昭究 및 管理能力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못

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1981年 國土利用管理法의 全面的언 改正이 불가피하였으냐 1981
年 法 改正이 이상과 같은 問題를 결코 해결한 것은 아니었다.

이루어졌으나 아직 根本的인 問題는 그대로 남아 있으며，

부분적으로 發展的 改正이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制度 發

展에 가장 큰 짧究課題로 남아 있다 (26)

나. 個體的 • 面的 規制→集團的 • 立體的 規制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 역 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 로 個體的 建藥物에 대 한 規制로부터
출발하었다. 單-建物 또는 單一數地를 對象으로 規制가 이루어졌으나

士地利用이 高度化

되 고 規制의 內容이 증대 함에 따라 一團의 建物群 또는 一團의 土地를

土地利用規制의 對

象으로 해야 할 펼요성이 증대하였다.

點的 土地利用規制로부터 面的 土地利用規制로，zp:

面的연 土地利用規制로부터 立體的인 土地利用規制로 移行하였으며，

單一目的의 土地利用

規制로부터 綠合的인 土地利用規制의 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集團的 規制가 강화되었다.
都市計劃區域 내 의 地域制의 據大指定은 물론 一團의 住~地 및 I業地開發， 再開發區域，

힘地開發據定區域의 據大指定은 불가피 하게 個別建葉物이 나 單-‘數地中心의

土地利用規制

에 根本的 改월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 나라는 建葉法의 改正을 통하여 都市設

計區域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든가， 地區(詳細)計劃擺念의 훨入檢討， 大規模~地開發 및
新市街地開發과 再開發事業의 필요성이 높아강에 따라
度는 커다란 改薰이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現在까지의 個體的 土地利用利規옮tl
경향은

우리 나라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 라고 보여 지 는바， 美國의 경 우에 도 傳統的언 유크리 디 안 (Euclidian) 地域制에 대 한 代

(26)

1981年 國土利用管理法의 改正으로 二元的언 用途地域 (6개 ) 및 用途地區 (11개 )를

地域으로

10개 의 用途

-元化하였으며， 國土利用管理法과 他法律間에 영빽하게 相騙되는 土地利用規制， 重

複指定에 따른 問題點과 士地利用計題l決定節次블 약간 簡素化한 바 있었으나 이러합 改正읍 全

般的 問題解決에 는 7k山의 一角에 불과하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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案으로 計劃單位開發 (planned unit development) 또는
大適用이 있었으며，

特別地區 (special district) 制度의 據

日本의 경우에도 1980年 都市計劃法과 建葉基準法을 改正하여

劃制度를 새로이 도입한바 있다. 이러한 代案的 土地利用規制 手段에 대한
에 대한 論議가 활발하게
에도

룹종導的

(1988)

이루어지고 있으며，

地域없J(incentive

地區計

實錢的 效率性

이상과 같은 代案的 土地利用規制手段 외

zoning) • 浮動的 地域옮ij(floating zoning). 過鏡的 地域制

(i nterim zoning) • 成果훌準制 (performance standards) • 土地利用彈度制(land use intensity
rate) • 時差的 地域制 (time zoning) • 開發權讓與制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등의 剛
新的 代案들이 지 난 20년 간 활발하게 驚論되 기 시 작했다 (27)

우리 나라 역시 土地利用規制와 관련하여 個體規制로부터

集團規뚫ij로

그러 한 방향A로 발전해 야 한다고 생 각하더 라도 이 를 우리 나라

옮겨지고

있으며

土地利用規制옮u度로서 어

떻게 體系化시켜 나아가고 現行制度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는 하나의 課題로 남아
있다.

다. 勳理的 • 호間的 規制→社會經濟的 規制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는 物理的 • 호間的 測面에

더 하여

社會經濟的 測面을 도입 시 켜

왔다. 土地利用規制가 단순히 土地가 지 난 物理的 • 호間的 特性에 따라 어 떻게 合理的￡로
이 용하느냐의 次元을 넘어서서 대 부분 A 口集中 뼈]制와 分散， 國士의 행衝開發，

不動塵投

機의 柳制， 開發利益의 社會的 還元 등의 社會 • 經濟的 政策目標가 土地利用規制의 領域 o

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土地가 지닌 勳理的·호間的 利用規制뿐만 아니라

土地利用規制

를 통한 土地利用 이외의 政策팀標를 달성하려고 하는 경향이 그것이다.
1971年 開發制限區域의 도엽 은 開發制限區域內 士地의 合理的 利用에 있다거보다는 大都
市A 口集中 柳制 및 都市의 平面的 擬散의 柳制에 目的이 있었으며，

1978年 國土管理法의

改正을 통하여 開發負擔金制， 開發利益金制， 土地授機뼈]制를 위 한 規制區域의 指定，

去來申告 및 許可制를 新設하였다. 나아가 遊休地公告， 基準地價制 및
을 열거할 수 있다. 土地利用規制가 土地

자체의 利用에 대한

土地

先買權짧ij度新設 등

規制보다 社會經濟的 開發

目標達成을 위한 手段的 意味플 갖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土地利用規制의 對象

領域이 확대됨으로써 土地利用政淡과 土地政策괴-의 區分도 불분명해지게

(27)

1926年 美國 Ohio州

Cleveland

했外의

Vi1lage of

되었다.

이러한

Euclid 와 -個 不動훌會社와의 사이 에 있 었

던 地域制에 대 한 聯됐最高法院의 合憲性判決로 地域制가 美國 全域에

확대 되 었으며 , 그것은
土地利用은 事前에 확정되어야 하며， 規制內容은 明示的이어야 하며， 用途는 相효分離하여 순
화되어야 하며， 모든 規制는 單-別로 이루어져야 하며， 高度와 容積에 대한 規制가 반드시 明
示되어야 하며， 上位用途(例를 플어 住흰)는 下位用途(例플 을어 工藝) 地域에 허용될 수 있다
는 정 을 주요내 용으로 하고 있 다. 이 러 한 Vi1lage of Euclid 地域制는 美國의 거 의 모든 都市
에 하나의 모텔。1 되었으며， 1950年代까지 커다란 修正 없이 적용되어진바， 이를 일컬어 Eculidian Zoning이 라고 한다. 그러 나 1950年 이 후 이 상과 같은 Euclidian Zoning어il 대 한 批判。1
제기되면서 地域制鎭塊曲 (Requiem for Zoning) 이니 土地利用規制의 ‘ ancient regime’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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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비단 土地利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都市 및 地域計畵j 분야의 공통된 현상으로 볼

수 있지만， 土地와 관련하여 傳統的 • 物理的 土地利用規制에 根本的언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土地 자체의 合理的 利用과

再檢討가 요청되고

土地 이외의 社會·經濟的 目

標가 혼동되 어 짐 으로써 土地의 合理的 利用을 저 해 할 가능성 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하여 土
地의 利用에 대 한 規制는 國土호間으로서 그것이 지 닌 物理的 • 立地的 特性을 최 대 한 尊重
하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냐치게 土地 이외의 開發政策담標達成을 위해 土地利用規

制制度가 줌曲될 때 國士의 效率的 利用과 管理에 否定한 結果를 초래 할 수 있다.

V.

土地利用規制 制度의 比較分析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한 냐라와 다른 나라를 比較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지나친 單純化
의 誤醫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國士的 團件이나 緣治構造에 따라 士地利用規制制度의 근

본적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바 英國，

日本， 우리나라는

國土의 規模가 A 口密度면에서 美

國과 다른 願件을 지 니 고 있다. 따라서 土地利用規制의 彈度에 있어 서 韓 • 英 • 日 3個國이
훨씬 강하며 都市構造的 차이도 나타낸다. 美國의 경우 英國의 그린벨트，

日本의 市街化調

整區域， 우리나라의 開發制限區域과 같은 都市의 zp;面據散빼制률 위한 規制의 필요성을크
게 느끼지 않았다. 자유로운 土地的 條件속에서

自家用 自動車 중심의 交通手段과

大짧交通施設，Á.種問題에 따른 社會的 • 호間的 分化로 특정지 워 져 있다.

컸뽑한

이 에 비 해 英國

은 傳統的으로 강한 階級社會이다. 都市가 A種的으로 分化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社會階

層間의 分化가 두드러지며 保守黨과 勞動黨이란 兩黨옮u에 의한 極端的인 政策的 變換을 거
듭해 왔다. 특히 土地政策 내 지 都市政策에 관하여 保守黨과 勞動黨은 분명 히 다른 立場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黨이 執權하느냐에 따라 土地政策은 커다란 變動을 하여 왔다.

이에

비해 美國은 共和黨과 民主黨이 政權을 交替해 왔으나 土地政策 내지 土地利用規制 制度는
變化가 없었다. 土地利用規制는 害U據的으로 分害U된 地方自治團體들의 固有事務로서 聯됐政
府의 介入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地方政治의 쭉協의 所塵 o 로土地利用이 이루어지고있다.

全國的인 統-性을 거의 찾아볼 수 없￡며 開發利益의 社會的 還元制度도

극히 未弱한 실

정이다.

이에 비하여

日本이나 우리나라에 있에서도 土地政策 내지

土地利用規制 制度가 政治化

된 일이 거의 없￡며 中央政府의 介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作用하여 왔다.

日 本의 建設省， 國土廳， 英國의 環境省， 우리 나라의 建設部， 內務部는 土地政策 및 土地
利用規制와 관련된 中央部省으로 直接 間接的인 介入을 하여 왔다.

方政府와의 關係에서 본다면 나라마다 다른 彈度를 지니고 있다.

그러 나 中央政府와 地

日本과 英國은 地方政府

에 대한 中벚政府의 彼홈U은 극히 間接的이 고 支援的인데 비 해 우리 나라는 直接的이고 從屬

〈表 -2> 韓 • 日 • 英 • 美의 比較土地利用規制擺觀
園

韓

1. 政府構造
中央政府

地方政府

|特別市， 直羅市， 道， 市， 都
政한策과 計劃j 이 中央政府에
決定

士地利用規制의
形式

道， 都， 府，

의

地方政府條例

市全都道國田I 府計村劃計縣劃計훌ij/\ 〉國士利用計홈j

Structure Plan
Local Plan

Genera1 P1anC, Zoning, Subdiγision
Control , Oflìcal
Map

都市再整備등十劃/

都道府縣都市計劃\

都市計훌j

市田T村都計劃

5

紹爭의 解決方훼 陳情， 建議， 行政的 쭉結

| 行政的 쫓結

6.

開發利益의 還元1 讓獲所得親， 開發利益金制， 開
|
發負擔金制

l

| 開發制限區城

9‘ 住흰政策

I (同質的

平等社會)

| 民間 및 公共住흰混合

|

住혐公社， 土地開짧公社

都市計훌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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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er of Deγelopment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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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身分的 分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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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種的， 所得階層的 分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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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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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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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州 (State) ， 카운티

디스트릭트

Act , Statutory Instrument ,
Circular Bulletine, Note,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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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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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政府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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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關係로 특성지워져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의 中央政府는 審議 또는 議決權과 承짧

또는 許可權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日本이나 英國의 경우 짧問 내지

嚴議機能만을 수행하

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土地利用規制의 形式에 있어서도 우리 나라는 內容과 節次를 포함한 法律的 짧束性을 띄
고 있는데 비해 英國은 節次에 관한 法律的 名文化만 있을 뿐 內容에 관해서는 地方政府에

모든 權限을 委任하고 있다는 점 이 다르다. 그러 나 英國은 美國과 달리 指針 (instrument) ，
며覺 (circular) ， 通課 (bulletine) , 便聲 (manual) ，

說明書 (note) 릉의

形式으로 地方政府의

計劃 및 規옮u에 대 하여 介入하고 있는데 반해 美國은 地方自治團體의 計劃j， 建葉， 地城制，
住~條例 등에 완전히 一任하고 있다.
土地利用計劃體系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日本은 上位計劃으로서 國家計훌j과 地方計훌j으로

서 都市計劃이 있 ξL냐 英國은 上位地方自治團體가 構造計劃을，

下位地方 自治團體가 地區

計劃을 分擔하고 있다. 英國과 美國은 처읍부터 全國計劃과 같은 國家計劃이

存:tE하지 않

기 때 문이 다. 英國은 構造計劃이 地區計劃을 抱束 (compliance) 하고 있는데 비 해 美國의 경

우 一般計劃이 地域制計劃과 같은 細部計劃을 반드시 一敎될 것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라와 日 本의 경 우에 는 上位計劃￡로서 國土利用計劃은

우리

물흔 都市基本計劃이 都市再整備

計劃을， 都道府縣計畵u 이 市머I村計劃을 覆束하고 있다는 점에서 英國과 비슷한 制度的 特뾰
을지닌다.

土地利用規制와 관련된 級爭의 쭉結은 英國， 日本， 우리나라 다같이 行政的 쭉結을 主輪

으로 하는데 비해 美國은 司法的 쭉結에

歸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美國은 土地利用規制 制度運用에 있어서 司法機關의 投害U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開發利益의 還收制度에 있어서도 英國이

일찍 다양한 制度的 改華을 실시한 바 있￡나

美國은 開發利益의 個A的 歸屬에 대 하여 관대 한 입 장을 취 해 왔다. 우리 나라와 日本이 讓

양찮鏡制를 중심으로 部分的인 社會的 還收를 실시하였￡며 一部 保有脫制를

겸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英國의 開發土地脫 또는 公共土地脫와 같은 華新的인 制度를 도입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開發利益金制와 開發負擔金制를 도입한바 있으나 아칙

실천적 단계에는

미치지 옷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에 서 列學한 韓 • 英 • 日 • 美間의 土地利用規制에 대 한 比較를 다음 〈表-2) 와 같이
擺略的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VI.

우리나라 土地利用規制制度 改훌方向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制度의 特性을 다시 살펴보면 첫째，

대단히 강한 中央集權的 特

많올 갖고 있다. 土地利用의 快定과 規制에 있어서 地方政府의 彼劉온 최소화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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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中央政府에 칩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都市計劃上의 地域， 地區의 指定과 變更이
建設部 및 中央都市計劃委員會에 의해 이루커지고 있으며， 國土利用計劃 역시 部分的인 地

方委任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中央政府의 投劉은 지나치게

비대해져 있다.

土地利用快定과 規制는 처음부터 地方政府의 權限에 속하는 것으로

英 • 美의

경우

中央 내지 聯郭政府의

投害U은 最小化되 어 있는 것과 대 조적 이 다. 오히 려 英 • 美 등 유럽 諸國들은 士地利用決定과
規制가 지나치게 地方政府에 分權化되어 있기 때문에

경 향이 있음도 주목할 만하다 (28)

中央政府의 投홈u을 강화시키고 있는

日 本의 경 우 우리 나라와

組織的 類似性은 있으나 우리

나라보다 훨씬 分權化되어 있는바， 中央都市計劃審議會가 있으나 우리 나라와 다른 政策짧
問의 機能만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와 같이 中央政府가 全國 모든 都市의 輕微한 士

地利用決定까지 審議 • 決定하는 냐라는 극히 드물 것으로 보여진다. 美國은 完全 地方分權
的으로 地方政府의 固有權限에 속하며， 聯郭政府 및 州政府의 介入이
며， 英國은 中央政府와 地方政府가 權限을 分擔하고 있으며，

거의 존재하지 않으

日 本은 英 • 美에 비 해 中央集

權的이나 地方政府의 載量權은 우리 나라보다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土地利用規制와 관련하여 中央集權的 形態를 止揚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中央集權的 土地利用規制가 지난 硬直性을 탈피하고 地方的 實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地方自治가 실시될 경우 土地利用 決定과 規制에 있어서 어느 정
도 地方議會를 참여시킬 것이냐에 대하여 船究檢討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는 모든 것이 法律로서

明文化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성이

었다. 여러 가지 土地利用의 目的에 따라 所管機構別로 多元的이고 分散的으로 法律들을

制定하다 보니 士地利用規制關係法律이 수없이 많이 癡出시 컸을 뿐만 아니 라， 法律 상호간
의 立法目的上 • 解釋上의 相衝과 政府部處間의 權限級爭 때문에

土地의 合理的 利用을 촉

진시 키 기 보다는 士地利用을 동결시 켜 버 리 는 결과를 초래 하는 경 우가 없지 않다.

法制定을

주관하는 部處間의 利害의 相衝과 官傑的 硬直性 때 문에 行政的 進延은 물론 土地利用規制
上의 混뽑L을 야기 시 키 고 있다. 이 러 한 成文法的 硬直性과

部處間의 調定體制의 未備가 上

昇作用을 하여 土地利用規制의 -貴性이 결여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士地利用의 效率性

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고 있다.
특히 開發끊進關係法律과 保存 및 保全關係法律間의 相衝이 라든가， 一般的 土地利用規制
를 배제하고 있는 特別法과 一般法과의 相衝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農業的 土地利用間의 相衝(都市計劃法上 用途地域變更과 農地利用 및

都市的 土地利用과

保全에 관한 法律에

의한 細對農地 또는 生塵綠地의 變更)， 保全 및 事前評價制의 重複(環境保全法에 의한

環

(28) David L. Callies, Regulatiηg Paradise: Land Use Control in Hawaii(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4); I. B. Wilson , “ The Preparation of Local Plans in France," Town Planning
Reψiew， Vo l. 54 , No. 2, 1983 , pp.155-173; Daγid L. Ca11ies, “ The Quiet Revolution Revisited ," American Plaη ning Associatioη Joιrη al(April 1980) , pp.13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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境影響評價， 首都園整備計劃法의 A 口影響評價， 都市交通f足進法에 의한 交通影響評價)， 特
別法에 의한 一般的 土地利用規制의 排除(盧業基地開發t足進法上의 塵業基地開發區域~효地

開發f足進法의 E효地開發鍵定區域) 등의 문제 를 例로 들 수 있다.

따라셔 수많은 法律에 의

해 빈틈없이 國士의 利用이 規制되고 있는 것 같은 外形的 體系에 비해

론 土地利用 目的 상호간에 대 한 調整體系의 미 비 로 土地利用規制는

法律 상호간은 물

混홉L이 가중되 고 있는

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課題 중의 하나이다.
세째， 이상의 두 가지 問題와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문제로셔 우리 나라 土地利

用規制가 지난 法律的 硬直性을 特性으로 들 수 있을 것
覆束되는 (rule-bounded) 경향이 있으며，
통한 顧通性이 결여되어 있다.

가 지배적이었다.

같다.

모든 것이

行政的 載量이나 利害關係者들의 參與로 協議를

우리 나라의 경우 土地利用規制에 있어서 法律萬能的 思考

土地利用規制에 관한 法律이 많다는 것이

이것을 말해 주고 있다.

러나 이렇게 많은 法律들이 具體的인 適用의 경우 너무나 일반적이거나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法律的 解釋에

그

解釋上 많은 虛點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바로 行政的 載量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法律的 硬直性은 行政過程 속에서 行政的 載量權으로 積極的인 活

用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消極的오로 土地의 利用이나

開發을 동결하거나 저해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土地의 利用 및 開發許可過程에서

行政的 載量權의 行使가 特定A

에게 特惠를 주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行政的 不正을 동반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法律的

硬直性이 行政的 柔軟性 내지 寶錢的 合理性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現代的 土
地利用과 같이 複合的이고 高度化되어 가고 있는 모든 現象을 法律로서 표현한다는 것은
스스로 限界가 있오며， 이른바 運用의 妙를 살릴 수 있고 具體的 實情을 감안한 行政的 載
量權이 보다 넓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土地利用規옮u에 있어서 行政的 載量權을 보다 많이

허용함과 동시에

現在 士地利用 및

開發許可過程에서 準用할 수 있는 方針·指針·훌準을 대폭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나라에서 體系化된 開發許可制度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新市街地開發事業， 都市設計 및 각종 地區의

우리

土地形質變更이나 再開發事業 및

士地利用規制에

대 한 行政內規 • 指針 • 基準

및 節次를 하나로 묶어 體系化된 開發許可制의 도엽 이 이 루어 져 야 할 것이 다. 이 른바 許可
事項의 暴發的 增加 (permit

explosion) (29) 로부터 탈피하고 土地利用과 土地開發에 관한 規

制들을 體系的으로 정비하여 開發許可制를 도업해야 할 것이다.
네째， 土地利用規制 擔當者들의 專門性의 問題이다.

土地利用規制가 高度化해감에 따라

점차 專門A力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土地利用規制行政은 하나의 專門分野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 를 위 한 專門A力을 양성 하고 專門分野로서 A力管理를 制度化하고 있는 나라가 있

는가 하면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土地行政 내지 土地利用規制에 관한 專門敎育이나 訓練

(29) David L. Callies, “The Quiet Reγolution Revisited ," oþ. cit. ,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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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나라도 크게 말하여 後者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복잡해져 가는
土地行政 및 土地利用規制를 위 한 中央政府 및 地方政府 擔當公務員을 對象으로 短期的 職

務敎育을 실시하고 있으나， 短期敎育 자체가 지닌 限界뿐만 아니라 一但 敎育을 받았다 하
더라도 隨時的인 A事移動으로 敎育과 行政이 분리되어 敎育의 效果를 減少시키고 있는 실
정아다. 비단 土地行政關聯職種뿐만 아니라 土地利用規制와 밀정한 關係를 가지고 있는 都

市計劃 및 地域開짧關聯 職種과 連緊하여 새로운 專門職의 도입 내지

現行 敎育制度의 근

본적 再檢討가 요청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土地行政 및 都市 및 地域開發과 관련하여 大學 내지 大學院에 敎育

課程이 없는 것은 아니다. 大學敎育制度와 行政λ‘力制度와의 분리로 專門人力을 거의 활용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大學에서의 敎育에도 問題가 없는 것은 아니다‘
土地利用規制 내지 土地行政全般에 관한 實錢的 理論과 技法에 대한 敎科課程을 강화할 필
요가 있으며， 政府로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制度的 改善이 뒤따라야 할 것

이다.
다섯째， 土地利用規制制度의 運用行態와

관련하여

크게

合理的 • 技術的 類型 (rational.

technìcal mode) 과 協議的 • 參與的 類型 (consula ti ve-partici pa tory mode) 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우리 냐라는 合理的 • 技術的 行態類型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士地利用規制는

合理的이고 蘇合的A로 樹立된 計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未來

의 좁寫륨， 즉 計劃을 먼저 想定하고 그것을 準據의 틀로 삼고 있는 規制이다. 都市計劃이

그러 하고 國土利用計劃이 그러 하다.
都市的 土地利用規制의 경 우

‘都市基本計劃-都市再整備計劃-都市計劃 地籍告示’ 의 절

차를 거쳐 最終的으로 單位土地에 대한 規制가

같이 취 급되 어 졌다. 國土利用管理法에 의 해

확립되어지는 것으로

計劃과 規制는

‘國士利用計劃-國土利用施行計劃’ 이 수렵 되 고

規制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여 計劃이 없는 規制는 있을 수 없다는

論理的 合理性

이 강조되고 있다. 計劃은 政府가 直接 또는 外部의 專門家들의 도움을 받아
러 한 과정

항상

속에 서 利害當事者나 住民의 意見의 반영 을 최 소한으로 하고，

技術， 判斷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計劃의 過程에서

수립하며 이
오히 려 專門的

利害關係A들의 參與가 供賢 또는 公

聽會라는 形式으로 住民協議 내지 住民意見의 收敬節次를 밟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行政當

局 및 行政當局의 의 뢰 를 받고 일하는 外部專門家들의 合理的 • 技術的 計劃論理에 의 해 計
劃이 수립되고 있으며， 이러한 計劃은 土地利用規制의 根據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

라의 경우 土地利用과 規制에 있어서 그것에 의해 직접적언 영향을 받는

住民들이나 利害

當事者즐의 意見이 體系的으로 만영되는 制度的 裝置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살고 있는 土地를 어떻게 이용하고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最終的인
인식되어져야 할 것이며 制度的 補完이 필요하다고 료여진다.

住民들은

決定主體로서

특히 地方自治의 實施와 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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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意識이 높아감에 따라 住民들의 參與欲求는 급격히 증대할 것인바， 이에 대한 全般的 再

檢討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 냐라 土地利用規制는 全國的 劃一性S로 特定지워져 있다.

都市的 土地利

用에 있어서나 地域的 土地利用에 있어서 全國的으로 劃l一的인 法律과 基準을 적용받고 있

으며 , 서 울과 같은 1 ， 000 만에 가까운 大都市로부터 面級都市로 불리 워지 는 몇 천명 에 불과
한 觀뭄에 이 르기 까지 同-한 規制가 되 고 있다. 特定都市나 地域的 特珠性뿐만 아니 라 都
市의 規模와 特性에 따라 土地利用規制가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都市內에서도 地區的 特

性과 社會經濟的 特性에 따라 士地利用規制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看過하고 있다.

小規模

로 푼할된 土地에 複合的 士地利用이 이루어지고 있는 小都市의 土地利用規制냐 不良住힘
이나 傳統的 土地利用이 이루어지고 있는 對象地區는

準과 手段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그것 나름대로의 土地利用規制의 基

우리 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全國的이고 劃-的인 土地

利用規制를 止揚하고 都市的 • 地域的 特性과 傳統的 土地利用

및

非公式的 土地利用 (30) 에

適合한 土地利用規制 手段을 어떻게 體系化시켜 나갈 것이냐는 하나의 중요한 훌뽕題로 남
아있다.

이상에서 우리 나라 士地利用規制制度와 관련하여 比較맑究的 次元에서 그것의 變選過程
과 特性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우리 나라의 土地利用規制制度의 變遭과 特性을 職括的으로
살펴보는 過程에서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制度가 안고 있는 問題點과 많究課題들을 몇 가
지 제기한바 있다. 本 陽究는 問題의 想定과 接近方法에 대한

하나의 試論에 불과하며 어

떠한 結論과 改善方向을 도출코자 한 것은 결코 아니며， 앞으로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制

度 形成에 直接的인 영 향을 미 친 日 本 • 美國 • 英國 등

나라들의 土地利用規制制度에 대 한

深層的 分析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찾아보려는 노력의 出發點에 불과
하다는 점 을 밝혀 두고자 한다.

우리 냐라 土地利用規制制度가 안고 있는 課題는 序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元을 넘어서서 根本的인 뿌리부터 잘못된 接木과 重複·源落 및

校葉的 次

잘못된 理解가 겹쳐서 생

겨났다. 따라서 앞a로 계속될 船究에서 本 陽究에서 提起된 課題들에 대한 보다 體系的인
接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30) 韓屋保存地區와 같은 傳統的 土地利用에 대 한 西歐的 士地利用規制의 根本的 不合理性이 지 적
되고 있으며， 나라마다 特有의 土地利用패턴이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土地利用規制가 필요하
다는

첨과 不良住居地城이 나

最小짧地 등에 있어서 도저 히 基準에 미 달하는

土地利用規制가 다른 次元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舊市街地에 대 한

이른바 近代的·西歐的

士地利用規制手段(公式的 手段)에 대하여 傳統的언 舊市街地 또는 不良地區의 士地利用規制(非

公式的 手段)를 二元化시켜야 한다는 주창이 있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