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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의 현황 

1990'건 l월 현재 서울시의 공원현황을 살펴보면 계획공원이 1， 252개소이고 전체면적은 

152， 497， 217제팝미터 (46， 211 ， 278평)로서 서울시 행정구역의 2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계획공원면적을 인구수로 나눈 시민 l인당 공원면적은 14.42제곱미터에 달한다. 이 수치는 

외국의 도시와 비교하거나 우리나라의 대도시와 비교해 볼 때 타도시들보다 훨씬 부족한 

서울시 

〈효 1) 우리나라 대도시의 1인당 공원면적 

도시영 11인단 공원(개획공원)연척 (m2) 71 준년도!I 도시명 1 1인당 공원(계획콩원)면적 (m2) }기준년도 
서을시 14.42 1 1990 11 인천시 20.68 1 1988 
부산시 10.34 1 1988 11 광주시 40.61 1 1988 
대구시 15.25 I 1988 11 대전시 37.66 1988 

〈표 2> 외국도시의 1인당 공원면적 

1인당 공원연적 (m2) 

18.9 
40.8 
22. 1 
15.1 
11. 4 

68.3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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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서울시 공원유형별 현황(1990년) 

웰 
團l計 施施 設 未 設

A g 

所 | 面 積 큐羅끓|늄「面 積 !施設物넓A홉| 個 所 | 面 積 I未짧設l 備
計 (1, 2않(19+많， 497， 217.321100 1 14.42( 986(3빡67.070.141 58.01( 8.3함6펙4， o3o, 147 18! 41 에 

O都 市 æ、， 園 1,233(19) 105,419,209.72 69.08 9.97 974(3) 44, 163,798.14 41. 89 4.17 259(16) 61,255,411. 58 

都市自然公園 26 (7) 73,809,438.8 48.36 6.98 7(1) 32,243,344.8 43.68 3.04 19 (6) 41,566,094 56.32 

近 ~ æ、 園 210(12) 27,057,778.3 17.73 2.56 101(2) 7,690,743.4 28.42 0.73 109(10) 19,367,034.9 71.58 

어 린 이 公 園 992 1, 457,633.62 0.95 0.14 861 1, 135,350.94 77.89 0.11 131 322,282.68 22.11 

조홉 地 æγ、 園 5 3,094,359 2.04 0.29 5 3,094,359 100 0.29 

。國 立 æ‘、 園 1 39,( 710, OOO 26.02 3.75 1 39,( 710, OOO 100 3.75 87(.효 8.렵 5 좋 移월管) 
103, 180) 103,180) 

o其 他 18 7,471,187.6 4.9 0.70 11 4, 696,452 62.86 0.45 7 2,774,735.6 37.14 

漢江市民公園 13 6,930,000 4.54 0.65 10 4,669,600 67.38 0.44 3 2,260,500 32.62 

支川邊公園 26,952 0.03 1 26,952 100 0.01 

遊 園 地 4 514,235.6 0.33 0.05 4 514,235.6 

※ 국립 공원은 4.19 요지 공원 103， 180m2가 포항펀 숫자엄 • 
O 행정구역대비 : 25.2%(행갱구역 605. 42km2 ) 

。 인구(89.1 1. 1 현재) : 10, 576, 794명 
(자료 : 서울시， 공원현황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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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 지목별현황(1990년) (단위 : km2
) 

20 

타 기 땅종지 농경지 
쩍펴j 

28.47 

-
야
 

따
 

-m 
임 

꾀
 

. ? 0 

지 대 계 별 구 

18.66 

종 로 8.23 0.24 7.55 0.41 0.03 
성 동 1. 90 0.03 1. 82 0.01 0.04 
중 랑 6.44 0.56 4.0 1. 76 0.12 
/셔。 1 님r 5.81 0.12 5.58 0.04 0.07 
도 봉 22.45 0.36 21. 12 0.61 0.11 0.25 
노 원 17.34 0.93 11. 92 0.77 3.72 
τ。 i영 19.54 1. 53 11. 12 1. 65 5.24 
서 대 τ 。r 2.64 0.04 2.58 0.02 

포 0.26 0.05 0.03 0.11 0.05 0.02 
양 천 1. 50 0.01 1. 14 0.35 
강 서 19.43 0.38 1. 22 6.26 7.53 4.04 
구 로 6.42 0.34 4.49 1. 31 0.28 

관 악 8.27 0.01 8.23 0.03 
서 ä:. 24.57 0.73 16.35 6.86 0.63 
강 LPL 6.12 0.19 4.28 1. 33 0.32 
격。: 파 4.63 0.13 0.80 3.60 0.10 
강 동 11. 27 0.76 2.81 3.37 0.43 3.90 

8.24 166.82 계 

* 1. 농경지는 생산녹지로 대부분 개활지엄. 
2. 대지는 대부분 취락을 이루고 있음. 
(자료 : 서울시 녹지과) 

고l 비 
비율(%) 

다6권 
39.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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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 
12.1 
30.9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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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24.43 0.04 0.2 
착 16.37 3.96 24.2 
악 29.63 8.27 27.9 16.91 57.1 
a:. 47.50 24.57 51. 7 16.70 35.2 
남 38.97 6.12 15.7 4.79 12.3 
파 33.85 4.63 13.7 3.10 9.2 
동 24.46 11. 27 46.1 5.34 21. 8 

서울시 녹지의 보건 

드
 
。

‘
영
 동
 
관
 서
 
강
 
송
 캉
 
(자료 : 서울시 녹지과)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표 1, 2 참조). 계획공원중에서도 공원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시 

절공원은 986개소 88， 467， 070제곱미터로 시민 1인당 8.37제팝미터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말하연 계획공원중 42%에 해당하는 면적이 공원구실을 봇하고 도시계획상드로만 공원으 

로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이를 다시 공원 유형별로 구분해 보면 〈표 3)에서 

이 서울시의 외곽에 위치한 산들로 이루어진 도시자연공원과 국립공원이 

고 있어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위.서한 공원은 매우 적은 실정이다. 실제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있어 서울시민이 컬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ι공원 

만을 따져본다면 시민 1인당 0.83제꼽미터에 불과한 공원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 행정구역중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된 면적은 166.82제꼽키로미터로 전체 

행정구역면적의 27.6%에 달하고 있다. 그린벨트를 지목별로 살펴보면 임야가 63%에 달하 

다 

보는바와같 

74.4%를 차지하 

공원시설이 되어 

고 농경지가 17%에 이르러 80%가 녹지인 셈이다(표 4 참조). 그린벨트를 구청별로 보면 

도봉구， 은명구， 서초구는 행정구역의 50%이상이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다(표 5 참조). 

공원녹지의 문제점 

1. 공원지역의 개발압력가중 

현재 서울시행정구역내에는 주택지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발가용지가 거의 바닥나 가고 있 

는 실정이기 때문에 과거의 어느때보다 공원녹지 흑은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압력이 가중되 

n u 

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전례를 보더라도 공원으로 지청되었으나 시설이 되어 

계획 공원들이 대부분 주택지나 다른 시설의 부지로 전용되기 위해 공원에서 

폐지된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과거 공원이 해제 흑은 폐지된 사유를 보면 불량주택재 

개발， 사유치의 택지화， 구획정리 등에 의한 주택용지화， 학교용지화， 정부기관용지화， 단 

체에 의한 회관 및 사설재단용지화 등의 요인에 의해 공원이 잠식되었다. 또한 서울시의 

있지 않은 

해제되거나 

도시공원내에는 무허가건물 13， 409동이 들어서버려 20만 5， 885평이 점유당하고 있는데 이 

들의 대부분이 미시설공원을 무단점유하고 있어 도시공원3로 전환시키는데 장애요인이 되 

고 있다. 특히 이들 우허가건물들이 불량주택 재개말사업이 실시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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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공원이 해제되어 버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같은 공원녹지에 대한 개 

발압력은 더욱더 가중될 것오로 예상된다. 

2. 미시설공원의 과다 

90년 1월 현재 서울시의 도시공원중 공원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미시설공원이 전체공원면 

적의 41. 9%에 달하는 것우로 나타나 있다. 이는 서울시의 전체 계획공원 면적의 거의 절 

반에 가까운 면적이 공원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미시설공원이 과다함 

에 따른 문제는 이제까지의 경험￡로 볼 때 미시설공원에는 무허가 건물이 들어서거나 무 

단점용 등을 통해 아니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공원해제를 한 사례가 반번했었다는 점이 

다. 따라서 미시설공원이 많다는 사실은 공원해제의 가능성도 높을 뿐만 아니라 미시설공 

원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묘로 공원의 부족을 가중시키게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3. 사실상의 공원녹지와 법적공원녹지의 불일치 

서울시내에는 사실상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도시공원으로 지 

정되지 않은 공간(가칭 비법정공원)들이 많이 있다. 예를들면 도심재개발사엽에 의해 재개 

발 구역내에 소공원들이 조성되고 있으며 아파트단지내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어 린이 

놀이터가 의무적으로 조성되고 사실상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는데도 이들 공간들은 도 

시공원법상의 콩원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해서 법적￡로는 도시공원이 아닌 것이다. 

이들 비볍정공원들은 조성이 된 후 건물주가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째문에 가능 

하면 관리의 펀의와 비용의 절감을 위해 외부인들에게는 이용이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따 

라서 현재 도시공원을 관장하는 행정부서에서는 법적공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법정공원은 제외되고 있어 공원행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4. 접근용이한 공원녹지의 부족 

이미 현황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접근처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에 있는 근린공원이나 어 

린이 공원만을 가지고 시민 1인당 공원면적을 산출하면 90년 현재 0.83제꼽미터에 불과해 

계획공원을 기준A로 한 시민 1인당 공원면적 14.42제곱미터의 5.8%에 불과한 질정이다. 

이는 계획공원의 수치상으로는 서울시의 공원이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접 

근용이한 공원녹지는 극히 부족하다는 것을 단적무로 나타내는 것이다. 84년에 조사된 서 

울시내 도시공원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서울시， 서울시 콩원녹지 정책방향연구)의 결과에 

의 하면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공원까지 도달하는데 펑균 2.5km 꺼리에서 오는 

것￡로 나타났고 어린이공원의 경우는 어린이들이 평균 450m의 거리에서 부터 오는 것A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유치거리는 법적기준치를 2배이상 초과하는 것으로서 서울시의 공 

원들이 접근이 불펀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용실태조사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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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더 만드는 경우 어떤 종류의 공원이 좋겠는가”에 대한 설문을 한 결과 80%의 응답자 

가 규모는 작더라도 집에서 결어갈 수 있는 거리에 여러개를 분산해서 배치했으면 좋겠다 

는 응답을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내의 공원들이 너무 델리 위치해 있어 불펀하기 때문에 

나타난 희 망사항들이 라고 할 수 있다. 

5. 공원녹지의 관리 부족 

서울시의 콩원의 관리방식은 관리사무소가 공원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치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은 관리사무소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 

어린이공원은 거의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없이 관리되는 형편이다. 실제로 어린이공원의 경 

우는 완전히 방치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 곳도 있고 엄시고용언을 채용해 여러곳을 돌며 관 

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다 관리비도 매우 빈약해 시설의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뭇하고 있다. 도시자연콩원의 경우는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관리대상지역은 

넓은데 관리인력이 부족해 소흘해지고 있다. 

6. 공뭔녹지 및 그린벨트내 토지소유자 및 주민의 피해 

이 문제는 비단 서울시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도시공원이나 녹지 흑은 그린 벨트내 

의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은 사유재산이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를 받고 있 

다. 그러나 이들 토지소유자 및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손실에 대한 보상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원이나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면 경제적 손실을 당하기 때문에 공원이나 

그린벨트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는 이의 해제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되며 그로인해 

보전지역의 유지 및 관리가 더욱 어려워지케 한다. 민주화시대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에서 

는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가야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7. 공공시설에 의한 그린빌트 잠식 

과거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잠식과정을 돌이켜 볼 째 공공시설에 의해 많은 잠식 

이 이루어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86'-"""1990년 까지의 서울시 그린벨트의 해제 혹은 

규제완화를 위한 행위허가내용을 분석해 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지면척을 기준 

오로 할 때 주택 등의 이축이 40.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토지형질변경 

으로 26.8%를 차지하며 공익시설과 학교시설등의 공공시설이 21%에 달한다. 주택이축은 

그린벨트내의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라 신규개발로 볼 수 없기 째문에 공공시설에 의한 

개발이 토지형질변경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행위허카건수당 명균부지면 

적을 볼 때 학교시설이 733명， 공익시설이 222펑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넓은 면적을 첨식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도 지금까지 그린벨트가 해제된 경우는 대부 

분 공공시설이 들어가기 위해 해제되어 왔다. 이와같은 그린벨트 해제과정도 어떤 종류의 

시설이 어느 위치에 들어오게 될 경우에 해제가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원칙이 없이 그때그 

째의 상항에 짜라 펀의에 의해 해제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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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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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설 1 부락공동시 설 | 콩 익 시 설 
뭔장)/ 건수 } 면 적 1 (%) / 건수 | 면 적 j (%) 

24, 1851 11. 페 81 2， 3혜 1 때 291 2~~57i 

〈표 6) 서울시 개발제한 구역내 행위승인(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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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서울시 녹지과) 

공원녹지보전대책 
m m 

1. 공원복지보전정책의 개선방향 

우려나라에서의 도시내의 공원녹지는 도시계획시설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녹지의 위치나 면적 등의 결정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야만 

발휘할 수 있다. 이제까지의 도시공원이나 녹지가 지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른 도시계 

획시절이나 용도지역이 우선적으로 배치되고난 후 남겨진 지역에 도시공원이 지정되거나 

녹지지역으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녹지지역의 경우는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인 주 

거， 상엽， 공업지역이 아닌 남는 지역은 일단 모두 녹지지역으로 결정하는 도시계획수렵과 

도시공원이나 

효력을 

가지고 있는게 

도시개발을 위한 주거， 공업， 흑은 

된다. 도시계획상의 녹지지역은 87년 

세 가지로 구분되어 

유보지역의 성격도 정을 볼 때 녹지지역은 다분히 미래의 도시개발을 위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가 확장되면서 녹지지역은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개발지로 전환을 하게 

에 보전녹지가 추가되어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와 더불어 있다. 현재 보 

전녹지는 서울시에는 전혀 지청되어 있지 않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의미가 보전의 생산녹지와 자연녹지는 건축물의 건랩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허용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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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며 따라서 장기적오로는 무차별하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도시개발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도시계획법상의 녹지지역은 보존 

을 위한 녹지지역이라기 보다는 미래의 도시개발을 위해 개발되키 전까지 잠정적으로 녹지 

로 묶어두는 유보지역의 성격이 더 강한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와 같이 도시개발의 압력이 

가중되는 데 반해 개발가능면적이 고갈되어가는 상황에 있는 도시에서는 결과적으로 대도 

시의 녹지지역이 개발에 의해 잠식되어 버릴 것은 명확한 실정이다. 대도시에서의 녹지의 

기능중의 하나가 장래의 도시개발을 위한 유보지역의 기능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외 

의 도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커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에 비추어 볼 째는 도시개말이 

이루어져 녹지의 잠식이 일어나도 끝까지 보존이 되어야 할 녹지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으로 현행 도시계획볍에 의해 용도지역중의 하나로 지정되고 있는 녹지지역은 더욱 

세분화시켜 끝까지 보존이 되어야할 녹지와 미래의 도시개발을 위해 유보하는 개발예정녹 

지 릉으로 구분하고 이를 더욱 분류하여 녹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커농에 맞도록 적절히 

녹지분류가 되고 계획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서울 

시의 경우 보전녹지를 전혀 지정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의 공원확보를 위해서도 기존의 녹 

지지역 중 향후 도시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펄요한 위치이며 현재 녹지보전상태가 좋은 녹 

지를 보전녹지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의 경우는 도시공원법에서 그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도시공원이 근 

린꽁원으로 분류되어 공원의 특성에 적합한 구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문제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실상 도시공원의 역할을 하면서도 법적오로는 도시공원무 

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공간들도 도시공원￡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해 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원의 경우도 도시공원의 특성에 맞추어 그 종류가 더욱 세분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하리라 생각된다. 

서울시의 공원녹지는 양적확대도 필요하지만 그에 옷지않게 중요한 것은 공원녹지를 연 

계화하고 체계화시키는 일이다. 도시공원녹지는 도시민의 휴식이나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야생동식물들의 서식처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도시공원녹지의 기능이 보다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하나 하나의 공원과 녹지가 고렵되는 것보다 서로 연결이 이루어지고 도시전체로서의 하나 

의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야생동물의 경우는 공원녹지가 

연결되면 서식처로서의 기능이 수배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 

다. 서울시의 경우 예를 들면 북한산국렴공원-삼청공원-비원-종묘-남산공원-용산미군 

기지이전지-국립묘지-관악산이 연결되도록 이들 사이의 중간지역들을 공원 혹은 녹지로 

조성해 줌으로 해서 서울시를 관통하는 남북의 녹지축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2.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관리의 개선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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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그린벨트(제한구역)는 1971년 최초로 지정된 이래 20여년간을 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비교적 성공적￡로 유지해왔다고 안정받고 있다. 근래에 들어 수도권지역에 인구 

가 집중되고 그로 인한 도시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서울시 행정구역내의 개발가능한 트지는 

거의 모두 개딸이 되어 이제는 녹지나 개발제한구역에까지 개발압력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그린벨트에 대한 개발압력오로 대두되고 있는 토지이용의 형태는 시내버 

스의 박차장 설치， 체육시설의 설치， 쓰레기 중간접하장설치， 택지개발， 영림사업의 실시 

등이 주가 되고 있다. 앞￡로 그린벨트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개말압력은 현재보다 더욱 

걸박하게 나타날 것￡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린벨트의 관리는 이러한 개발압력에 대해 어떻 

게 대처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과제과고 판단된다. 지난 20년간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린벨트는 지정목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븐적￡로 그런벨 

트의 염격한 관리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그린벨트가 성공을 

거둔 주된 원인은 그린벨트에 대한 경직될 정도의 엄격한 관리를 해왔키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엄격한 관리가 지속되지 않으면 그린벨트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과거의 그린벨트의 관리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문제점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몇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다 

고 여겨진다. 

첫째로는 서울의 경우 그린벨트의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면적의 27.6%를 차지하는 방대 

한 트지인 데도 지금까지의 그린벨트관리는 이를 소극적으로 개발을 억제하는 데에만 주력 

했기 때문에 방치되었￡며 투지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여흘 하지 못한다는 비 

판을 받고 있다. 우리가 그린벨트를 계속적우로 유지시켜 나가키 위해서는 그린벨트의 설 

치목적을 달성하면서 아울러 토지의 효율성도 높여주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 

라서 그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린벨트의 장래의 모습을 담을 수 있고 아울 

러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그린벨트 보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그린벨트 보전계획을 국 

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적극적으로 토지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관리를 

함으로서 그린벨트로 설정된 방대한 토지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제 

안된 그린벨트보전 계획에는 63%에 달하는 임야의 산림생태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계획이 

랄지 우수한 놓경지플 보전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이랄지 도시민들의 휴식을 위 

한 휴식공간계획 등을 포항할 수 있되 개발을 수반하지 않는 이용계획으로 머물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계획에는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계획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산발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그린벨트의 활용요구도 이러한 그린벨트 보전계획 

이 수립되고 난 후에 그에 의거해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 

가 완화되는 조치가 이루어질 때마다 정부의 그린벨트 보전의지가 약화되는 것으로 간주되 

고 머지 않아 그린벨트가 풀릴 것으로 예측하는 등의 오해가 발생되는 것도 그린벨트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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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보전계획이 제시되지 못했던 때문으로 생각된다. 

둘째로는 최근에 이루어진 그린벨트완화 조치와 같이 그린벨트내 건축행위 허가권한이나 

트지형질 변경 허가권한이 하부기관에 위임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했을 해도 불법적인 건축행위와 함법적인 해제가 

빈번했음을 감안할 때 하부기관에의 위임은 그린벨트존립에도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다고 하는 명분은 그린벨 

트에 관한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린벨트는 보전을 위해 설정된 

구역이지 개말을 위해 설정된 구역이 아니기 해문에 그린벨트의 개말을 유도하는 행위의 

허가는 행정절차를 보다 복잡하고 까다롭게 하여 억제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 

치선거때마다 지역의 말전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공약을 할 가능성이 많고 당선이 

된 후에는 지역의 발전과 공장유치등의 개발사업을 위해 그린벨트를 풀려고 노력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그린벨트관리권한은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강력한 보전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린벨트의 존속이 어렵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는 1971년 당시 그린벨트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현지조사가 이루어지지 못 

하고 그린벨트의 경계선을 설정하다 보니 일부지역에서는 자연부락의 중심을 가로지르거나 

심지어는 건축물의 중간을 가로질러 경계션이 획정되는 사례가 발생하었다. 이러한 경우에 

도 그 동안의 경직된 관리로 인해 아직까지 민원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해결이 되지 뭇하 

고 있다. 앞으로 충분하고 엄격한 현지확인과 걷토분석을 거쳐 그린벨트의 경계선이 관통 

하는 자연부락의 경우나 건축물의 경우에 한해서만 그린벨트의 조정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사업들은 그린벨트 보전계획에 반영시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그린벨트가 지정됨오로 해서 개인 토지소유자들에게는 사적재산권의 손실을 초 

래하고 있는데도 적절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공원녹지로 지정된 토지소유 

자들에게도 공통적오로 봉착되는 문제인데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사적재산권의 손실에 대한 

보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공원 및 그린벨트의 토지는국가 

가 소유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공원 및 그린벨트지정 이전부터 로지 

를 소유하고 있었던 소유자들중 원하는 경우에는 사유지에 대해서 국가가 우선적S로 매입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매업계획과 재원마련을 위한 장기적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공원이나 그린벨트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생각할수있는 대안은토지채권을 

말행하여 매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고 재원확보가 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개발권 양도 

제를 도입하여 공원이나 그린벨트의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 공원녹지확충을 위한 방안 

서울시의 경우는 대부분의 톡지가 개발이 되어 시가화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공원녹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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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시켜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콩원녹지의 확충을 위해서는 개발지를 

거꾸로 공원녹지로 환원시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미시설공원 

을 공원화시키는 방안이 있으며 또한 공원녹지로 가능한 개인소유의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있다. 

첫째로 기존의 개발지를 거꾸로 공원녹지로 환원시키는 방안 o 로 도심지의 공공시설이나 

토지를 많이 점유한 시설이 이전을 할 때 그 이전부지를 공원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시행이 된 바 있지만 현재 추진중인 용산미군껴지는 이전부지전체가 공원화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남산을 회복시키는 계획도 예청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아직까지 건물이 들어서 있지 않은 미시설공원을 공원화시키는 방안이다. 이는 

시당국에서 예산조치만 이루어지면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미시설공원인 경 

우는 공원으로 지정되었지만 우허가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그대로 방치되게 되어 오랜기간 

이 경과되면 결국에는 공원을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는 점에서 미시설공원의 공원화가 

적극적￡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시설공원을 공원화하기 위해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 

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원녹지확보를 위한 신탁기금(가칭)"을 설치하고 시민운통을 전 

캐하여 헌금을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신탁기금 조성을 위한 수익사엽을 시행하여 기금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로는 공원녹지로 적합한 개인소유의 토지를 개인이 공원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이는 도시공원법상 가능하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의 실적은 그리 많지 않다. 민 

간에게 공원녹지조성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민간이 투자가치가 있다는 판단이 되도록 수익 

성을 확보로록 해준다든지 법적절차를 간소화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공원의 명청을 조성자 

의 의견에 따라 명명을 한다든지하는 유인책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로는 신개발지의 경우에 학교부지확보가 어려울 뿐아니라 공원부지확보도 어려운 실 

정을 감안해서 학교운동장과 공원 그리고 체육시설을 한데 묶어 공동으로 부지확보를 하여 

공원화시켜 공원시설과 학교시설을 공동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섯째로는 서울시내에 아직 짜투리땅 o 로 남아 있는 공지들 중 국공유지는 택지로 개발 

하기 위해 매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택지개발은 수익성이 있 

는 사업이기 째문에 국가가 하지 않아도 민깐이나 국영기업체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공 

원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블특정다수의 국민을 위한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 

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여섯째로는 마을 뒷산등은 아침운동이나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하 

여 부족한 공원의 기능을 일부 담당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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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맺 는 말 

도시의 공원녹지는 도시내의 어떤 도시시설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계획과 실천이 

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된다. 도시가 개발된 후에는 공원녹지를 위한 땅을 확보하기도 어 

려울 뿐만 아니라 도시가 커져갈수록 땅값도 많이 올라 공원녹지를 위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도시가 형성되는 초기에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공원 

녹치가 확보되어야 하려라 판단된다. 도시의 공원녹지는 사치스렵커나 가치가 전혀 없는 

자원이 아니라는 점을 국민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비국에서 대기오염문제를 완화시키 

기 위해 나무심기 운동을 밸리고 있는 현상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도시의 공원녹지 

는 환경요염이 심각해져 가고 있는 도시에서 인간의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금 

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가치를 갖는 자원이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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