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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학문 영역의 설정과 학문 공동체의 구성 ]!, 대학 · 학회 · 연구기관의 성장 

Il, 학문발전과 사회적 변화 N. 과제와 발전방향 

! 정부적 대응 및 세계적 동향 
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 

1. 학문 영역의 설정과 학문 공동체의 구성 

1, 영역의 설정 

내포(內包) : 도시계획 및 설계， 국토 및 지역계획， 교통계획 및 공학 

조경계획 및 설계， 환경정책 및 관리 환경공학， 도시 및 지역개발과 경영 등 

외연(外延) : 건축학， 토목공학， 지리학， 경제학， 사회학， 행정학， 지방자치론， 생물학， 화학， 

임학등 

2, 학문공동체의 구성 

교육기관: 대학， 대학원 및 사회교육기관 

연구기관:국책，지방자치단체출연，정부투자기관，민간 

학 회: 학회， 연구회 

협 회:자격증소지자，이익단체，친목단체 

* 본 글은 환경대학원 개원 25주년 기념세미나에서 주제발표된 참고자료이며 논문이 아닙니다(편집자 
주) .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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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학문발전과 사회적 변화， 정부적 대응 및 세계적 동향 
1. 각종 사회지표 

구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인구(천만) 20, 189 25, 012 31, 466 37, 436 43, 411 46, 790 49, 680 
도시화율(%) 18.4 28.3 31. 4 70.3 81. 9 90.0 93.0 
1인당 국민소득($) 80 200 248 976 8, 000 6, 000 18, 000 
자동차대수 

15 61 528 4, 250 10, 000 15, 000 
(천대) 

인구밀도 
201 260 319 378 431 466 490 

(인/km2) 
경제밀도 

1. 71 5.45 11. 39 69.45 90.00 
(억원/km2) 
수도권인구 

20.8 28.3 35. 7 42.8 50.0 55.0 
집중율(%) 

* 한국개발연구원， 21세기 한국경제의 비전과 발전전략， 1996, 예측자료 

2. 정부적 대응 

구분 1950 1960 1970 1980 1990 

법제 ·시가지계 ·국토건셜종합계 ·국토이용관리법 ·택지개발촉진법 ·지역균형개발 및 

획령 획법 (62) (72) (80) 지방중소기업 육 

·도시계획법제정 ·농지의 보전 및 ·수도권정비계획 성에 관한 법률 

(62) 이용에 관한 법 법 (82) (94) 
· 건축법제정 (62) 률 (72) ·도시공원법 (86) 

• 공해방지법 (63) ·도시재개발법 

·구획정리사업법 (76) 
(67) ·환경보전법제정 

(77) 

주요사업 ·경부고속도로 건 ·개발제한구역 지 ·도시설계제도 ·상세계획제도 

및 정책 셜 (68) 정 (72) (80) (92) 
·신행정수도건셜 ·도시기본계획 제 

발표 (7끼 도 (81) 

·환경영향평가제 

도도입 (84) 

·교풍영향평가제 

도도입 (89) 

기구 ·내무부토 • 건설부신설 (62) ·청와대 조경담당 ·토지공개념위회 ·청와대 지역균형 

목국 비서관신설 (72) (86) 발전기획단 (9이 

·환경청신설 ·환경부숭격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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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50 1960 1970 1980 1990 

계획 ·경제개발3 ·제 1차경제개발5 · 제 2 ， 3차 경제 · 제4， 5차 경제 ·제6차 경제사회 

수립 개년계획 개년계획 (62 개발5개년계획 개발5개년계획 발전 5개년계획 

66) (67-76) (77-86) (92-96) 
·국토계획기본구 ·제 1차 국토건설 ·제2차 국토건껄 ·제3차 국토 건설 

상 (68-86) 종합계획 (72 종합계획 (82 종합계획 (92-
91) 2001) 

·수도권 인구재배 ·수도권정벼계획 • 지역캄형개발구 

치계획 (77-86) (84-93) 

도시계획 

적용대상 30 49 134 513 
지역수 

3, 세계적 동향과 학문적 오리엔테이션 

구분 1960 1970 1980 

국제회의 도시성장에 관한 국제 UN인간환경회의 (72) UNEP 
회의 (66) (Stockholm) 나이로비회의 (82) 

(Honolulu) 지구종말론 (Nairobi) 
Only one earth 

도시화와국가발전 HABITAT ( 1 ) (76) WCED환경회의 

(Vancouver) (Tokyo) 
human settlements 
shelter 

구분 1960 1970 1980 

학문의원류 다수 일본학파와 소수 미국학파의 대거 유입 다수 미국학파와 소수 

미국학파의 공존 유럽학파의 풍장 

시대적 특징 물리적， 공학적 접근 사회과학적 접근과 계 급진적 사회이론신맑 

량분석도입 시즘이론소개 

사회적 역할 urban englneer policy planner advocacy planner 
physical planner urbanist legitimation soft-

cop 

• World Congress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World Assembly of Cities and Local Authorities 

상 (9이 

680 

1990 

UN환경과 개발회의 

퍼강(Rio) 

sustainable 
development 

지구온난화 

생물다양성 

Local Agenda 21 

HABITAT(ll) 
(IstanbuI) 
mega city 
partnership 
WACLA구성 

1990 

세계적 학풍의 다원적 

병존과국내학파의 둥 

장 

환경지상론과 컴퓨터 

유토피안니즘퉁장 

environmentalist 
housing expert 
transportation 
pl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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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대학 • 학호1 ， 연구기관의 성장 

1, 대학 

구분 1960 1970 1980 1990 계 

도시계획·도시공학 
대학 3 7 9 16 35 
전문대학원 1 1 3 

지역사회개발·지역개발 
대학 1 8 3 1 13 
전문대학원 l 1 3 

교통계획·교통공학 
대학 2 5 7 
전문대학원 

조경 
대학 6 13 10 29 
전문대학원 1 0 1 

환경 
대학 1 7 25 24 57 
전문대학원 1 1 

계 
대학 5 28 52 56 141 
전문대학원 1 3 1 3 8 

。 학과의 기하급수적 증가 

지역개발 · 지역사회개발 : 1970-1980 

조경 · 교통 · 환경 : 1980-1990 

O 학생정원*의 천문학적 증가 : 8， 375명 

。 사회적 수요를 초과한 엄청난 졸업생* : 69， 627명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 분야별 인력 수요 및 양성 기준 부재 

*) 대학 및 대학원 포함 

2. 학회* 

구분 1950 1960 1970 1980 1990 계 회원수 

도시·교통·토지 3 1 5 5 14 20,069 
지역개발·지역사회개발 I 6 3 10 3,429 
환경 5 4 13 10 22 20,520 
조경 2 1 2 5 3,234 

계 3 7 7 24 20 61 47,252 

*학술지를 발간하는 연구회 포함 및 학회 명칭 변경은 동일한 학회로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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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의 기하급수적 증가， 특히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 

O 지나친 분화와분파 

。 집단 이기주의 발호와 패거리 운영 

O 학회규모의 왜소화와 다수학회 참여로 회비부담가중 

O 모두 분화되고 껍데기만 남은 학회의 발생 - academic royalty의 부재(얼굴 내밀기) 

。 학회칸 횡적 교류관계의 전무 - research community의 미형성 

。 세계적 academic community와의 단절 

3. 연구소·협회 

구분 1960 1970 

지역·도시 2 3 
건설·주택 1 

국책연구기관 
교통 1 
환경 1 2 
조경 

소계 5 5 

지방자치단체 출연 

계 5 5 

。 연구기관간의 기능중복과 공동연구체제의 결여 

。 국책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과의 단절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기관칸의 광역연구체제 미비 

。 연구기관과 대학간의 교류미비 및 교육과 연구의 이원화 

O 연구기관의 대학교수 진입을 위한 징검다리화 

4 종합적 시대구분 

。 1950년대 혼란과 식민지 유산의 잔존시대 

1980 

2 
1 
1 
2 
1 
7 

7 

조선시가지계획령， 조선총독부 식민지 관료의 승계 

내무부 토목국， 국토계획 

。 1960년대 계몽과 잉태의 시대 

도시계획법， 건축법 제정 

건설부신셜 

1990 

2 
2 
1 
1 

6 

10 

16 

45 

계 

9 
4 
3 
6 
1 

23 

10 

33 

통아대 도시계획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홍익대， 한양대 

도시공학과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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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HURPI) 설립 

。 1970년대 서부개척시대 - 경제개발， 도시화， 수도권 인구집중 : 폭풍과 노도의 시대 

새마을운동， 지역사회개발학과， 지역개발학과의 신설 

청와대 조경담당비서관 셜치， 조경학과 

1972 인간환경회의 (Stockholm) , 지구종말론과 환경문제에의 인식 

o 1980년대 외형적 성장과 분화의 시대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오염의 피부화 - 환경공학， 환경관리학과 

자동차증가， 교통문제 심화， 교통영향평가 - 교통공학， 교통계획학 

올림픽， 도심재개발， 신도시 건설 - 도시설계 

민주화， 유럽제도 학파 학풍의 소개 - 사회정의， 시민운통， 신말스주의 등장 

o 1990년대 충격과 방황과 구조조정시대 

지방자치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설립， 국토계획의 종언 

Globalization - UR , WTO,. 초국토적 발상 

시장메카니즘과 Privatism 민자유치， 혼합경제， 도시경영 

지속가능한 발전， UN 개발과 환경회의 (Rio) - Agenda 21 

외환금융위기 (IMF구제금융)， 구조조정， 대량실업， 주택 • 건설업의 파산 

N. 과제와 발전방향 

1. 대학교육 : 대학의 자성과 구조개혁 

。 일자리도 없는 인력양성은 누구를 위한 대학인가? 

연간 2， 000명 이상 : 미국 (2.0억) , 일본(1. 2억) , 영국 (0.6억) 보다 많은 학과와 졸업생 

• 교수 : 박사학위(국내외) 소지자들의 일자리? 

• 학생 : 대학진학 욕구의 충족? 

• 대량 고급인력 실업발생과 사회적 손실 

O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는가? 

· 전문직 업 교육 (professionalism) 의 부재 

얼치기 전문가， 혁명가， 사회운동가， 백과사전적 계몽주의자 양성? 

O 대학간， 학과간의 차별화는 되고 있는가? 

• 공대， 농대， 법정대 동 아이멘티티의 상실 

· 사회적 수요에 따라 모두가 비슷해지고 있음 타학과 영역의 잠식 

O 대학의 구조조정은 필요한가? 

• 대학과 대학원 교육내용의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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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간의 수펑적 연계성 부족과 대립관계 

2. 학회 : 분화， 분파를 넘어선 전문화와 통합의 논리 재정립 

。 얼마나 더 많은 학회가 생겨나야 할 것인가? 

학문영역， 기법， 이념별로 분화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 방향감각의 상실과 패거리， 사랑방 집단화 

3. 누가 우리 나라를 계획하고 설계하는가? 

O 생존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의 팽배 

영향평가제도의 속출 : 환경， 교통，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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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제도의 파행성 조장 : 국토계획， 지역계획， 광역계획， 도시기본계획， 교통기본계획， 

광역교통계획， 환경계획， 재개발기본계획 등 

설계제도의 난립과 병존 : 도시설계， 상세계획， 건축설계， 조경셜계 

O 대학， 학회 , Consultant간의 역 할 미 분화 

- 대학연구소， 학회 : 사실상 Consultant 기업화 

4.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 외형적 학문발전의 자기성찰과 국가발전에의 역할 정립 

• 학과신셀， 학회분화의 재고 

• 사회적 수요， 제도적 흡수능력을 고려한 인력양성 

o New Comprehensiveness의 정 립 

대학 학과 통합과 인력 양성의 유연적 전문화 

• 학회 연합회의 신설 : 기존학회 회장단으로 구성된 연합회 신설과 연차 Congress 개최 

。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론적， 실천적 정립과 한국적 모텔의 개발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개 발과 보존의 공존논리 

파트너쉽 (partnership) 공공 • 민간 공동생산 및 연구공동체 퉁 

협상과 갈둥해소방안 : 주민참여 활성화와 이해조정 

성장관리정 책과 기법 (growth management and techniques) 

환경계획 및 설계， 생태적 계획 및 설계 : 이론과 기법 

인간정주체계 (human settlement)와 삶의 질 

도농통합적 계획 : 농촌계획제도의 도입 

. globalization과 도시 , 지 역 , 환경문제의 접 근과 계 획 



구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1. 관련분야 도시 대 한건축학회 (45) (450이 한국부동산학회 (7이 (346) 대한교통학회 (8잉 (96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9이 (2500) 

학회썰립 대한토목학회 (51) (9008) 한국토지법학회 (없) (263) 한국주택학회 (92) (186) 
현황 대한국토계획학회 (59)' 한국토지행정학회 (8에 (32이 한국토지이용연구회 (93) (50) 

한국도시행정학회 (8에 (33잉 한국토지공법학회 (94) (168) 
한국공간환경연구회 (8에‘ 한국부동산분석학회 (94) (126) 

한국공간환경학회 (95) (292) 

지역 한국지 역사회개발학회 (75) (285) 한국지역학회 (8페 (25이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93) (1602) 
한국지역복지정책연구회 (84) (224) 한국지역지리학회 (9히 (202) 
한국중원지역발전학회 (87) (10야 한국지역사회복지운동연구회 (95) (25Ö 
한국지방자치학회 (88) (1016) 
한국지역개발학회 (88) (390) 
지역사회연구회 (88) (117) 

환경 한국자원공학회 (6잉 (116페 한국환경위생학회 (71) (565) 한국환경농화학회 (81) (68이 한국환경경제학회 (9이 (21이 

한국해양학회 (66) (722) 대한환경공학회 (76) (1600) 한국환경생물학회 (81) (311) 한국소음진동공학회 (9이 (1491) 
한국수자원학회 (6η (827) 한국생태 학회 (76) (560) 한국지 리 • 환경교육학회 (83) (175) 자연사환경학회 (91) (1 32이 
한국육수학회 (67) (524) 한국환경법학회 (77) (220) 한국대기보전학회 (8퍼 (900) 한국환경과학회 (92) (77이 
한국원자력학회 (6에 (1895) 한국꽤기물학회 (83) (150이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92) (32에 

대한원격탐사학회 (84) (420) 한국GIS학회 (9에 (400) 
한국수질보전학회 (8되 (600) 한국환경정책학회 (93) (137) 
한국물환경학회 (85) (600) 한국환경관리학회 (94) (164) 
한국환경독성학회 (8이 (263) 대한지하수환경학회 (94) (35이 
한국자원경제학회 (8끼 (263) 한국토양환경학회 (96) (450) 
한국생태학회 (87) (103) 
한국환경교육학회 (8에 (550) 
대한상하수도학회 (89) μ59) 

조경 한국임 학회 (61) (784) 한국조경학회 (72) (85이 한국식물， 인간환경학회 (98) (80) 
한국원예학회 (6찌 (1400) 한국환경보건녹화기술학회 (98) (120) 

주) 첫번째 ()는 셜렵년도， 두번째 ()는 학회회원수 

*는 학회명칭의 변경(대한국토계획학회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공간환경연구회 • 한국공간환경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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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 관련분야 도시 학부 동아대 (65) (50) 서울시립대(도시행정， 74) (4이 계명대 (8이 (40) , 경원대 (83) (45) 명지대(교통， 9이 (49) 

학과셜렵 한양대 (68) (6이 강원대 (부동산， 78) (4이 서울시 립대 (도시공학， 83) (4이 대전산업대 (91) (80) , 호납대 (91) (8이 
현황(1) 홍익대%예 (4이 정상대 (78) (5이 건국대 (부동산， 85) (24) 대진대 (92) (5이， o~주대 (교통， 92) (50) 

청주대 (78) (4이 수웬대 (86) (4이， 충북대 어8) (5이 연세대 (93) (50) , 경기대 (교통， 93) (100) 
서울대 (78) (35) 동신대 (88) (8이 정주대 (94) (5이 , 양산대 (교통， 94) (12이 

영남대 (79) (8이 한양대 (교통， 88) (6이 영동대 (94) (4이， 관동대 (교통， 95) (50) 
원광대 (79) (5이 광주대 (89) (6이 , 목훤대 (89) (4이 단국대 (95) (3이 , 중앙대 (95) (50) 

부산대 (89) (50) 안양대 (95) η이， 충주산업대 (95) (70) 
계명대 (교통， 89) (4이 한동대 (95) (60) , 중부대 (96) (4이 

강남대 (96) (4이 , 동의대 (9η (70) 
전주대 (부동산， 97) (6η 

서울시 립대 (도시사회， 97) (4이 

협성대 (97) (7이 

대학원 서울대(행갱대학원 도시 서울대 (환경대학월 73) (62) 서울시립대 (81) (8찌 

및 지역계획학과， 6에 홍익대 (81) (64) 
한양대 (82) (36) , 부산대 (8에 (8) 

지역 지역 중앙대 (63) (4이 단국대 (75) (4이 , 영남대 (76) (40) 충부대 (8끼 (44) 안생산업대 (놓촌개발， 91) (24) 
개발 한남대 (7히 (4이 전남대 (77) (45) 갱원대 (88) (3이 

학과 대구대 (77) (8이， 강롱대 (79) (4이 
목포대 (79)μ이 

지역 성철대 (76) (4이 명택대 (86) (4이 성철대 (대학원， 9에 (24) 
사회 대구대 (대학원， 81) (82) 
개발 

학과 

",.. 

"" 
주) 첫번째 ()는 셜립년도， 두번째 ()는 학생정원 

*는 학부， 대학원 동시셀립 



구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 관련분야 환경 학부 동아대 (67) (60) 서울시 립대 (74) (80) 강원대 (80) (40), 아주대 (81) (50) 용인대 (91) (73) , 경북대 (92) (27) 
학과설립 국민대 (토목환경， 74) (6이 인하대 (82) (39) , 경성대 (83) (50) 전남대 (92) (3이 , 대진대 (92) (4이 

현황(1I) 부경대 (75) (28) 경산대 (83) (51) , 조선대 (83) (11이 계명 대 (93) (46) , 한서 대 (93) (8이 
전북대(토목환경， 77) (110) 부산대 (84) (50) , 충북대 (84) (28) 이화여대 (93) (30) , 서원대 (~3) (40) 
건국대 (79) (5이 경남대 (85) (55) , 영 남대 (85) (5이 안양대 (94) (80) 
경 희 대 (79) (29) 제주대 (85) (41), 경기대 (87) (9이 원광대 (토목환경， 94) (125) 
연셰대 (79) (5이 인제대 (87) (45) , 대전대 (87) (25) 한국해 양대 (94) (21), 한동대 (95) (6이 

통신대 (87) (94) , 충남대 (88) (28) 신라대 (95) (4이 , 관동대 (95) (12이 
수원대 (88) (84) , 여수대 (88) (4이 서남대 (95) (111), 안동대 (95) (37) 
창원대 (88) (3꺼，한국외대 (88) (50) 우석대 (95) (82) , 순천대 (95) (40) 
순천향대 (88) (54) ，호서대 (88) (54) 전주대 (95) (50) , 중부대 (95) (43) 
효성카톨릭대 (89) (22) 청 주대 (95) (36) , 카톨릭 대 (95) (40) 
군산대 (89) (44) , 상지 대 (89) (50) 셰명대 (96) (5이， 한양대 (97) (20) 
고려대 (89) (8이 

대학원 포항공대 (96) (20) 

조경 학부 서 울대 (73) (24) 효성카톨릭대 (80) (53) 우석대 (90) (4이， 경주대 (92) (171) 
청주대 (73) (50) 홍익대 (8이 (64) , 경북대 (8이 (194) 안성산업대 (94) (80) 
영남대 (73) (4이 목포대 (81) (4이 , 전남대 (82) (40) 배재대 (96) (85) 
동국대 (74) (50) 전북대 (84) (30) , 대구대 (85) (4이 서울시립대 (96) (120) 
진주산업 대 (76) (4이 동아대 (85) (40) 경산대 (96) (4이 , 강롱대 (97) (4이 
경 회 대 (77) (200) 밀양산업대 (85) (4이 성균관대 (97개편) (70) 

강원대 (86) (3이 , 통신대 (88) (50) 호남대 (977ij편) (80) 
순천대 (88) (3이 , 상명 대 (89) (4이 경원대 (98개편) (100) 

주) 첫번째 ()는 셜립년도， 두번째 ()는 학생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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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60 1970 1980 1990 

3. 관련분야 도시 및 주택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 (KDI) (197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4) 한국행정연구원 (1991) 
주요 지역 (HURPI) (196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78) 한국농어촌사회 연구소(1985) 감정평가연구원 (1997) 
연구소(I) 개발 농업경제연구소(196꺼 국토개 발연구원 (1978) 

주택 및 대한건축사협회 (1965) 해외건설협회 (1976)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983) 한국주택협회 (1993) 
건셜 주돼연구소(1968) 대한전문건설협회 (1985) 건셜산업연구원 (1994) 

한국건설언협회 (1987) 주돼산업연구원 (1995) 
한국감정명가업협회 (1989) 

교통 철도기술연구소(1963) 교통개발연구원 (198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996) 
교통과학연구원 (1997) 

조경 한국관광개발연구원 (1985) 건셜사조경협의회 (1996) 
한국관광연구원 (1996) 

환경 한국자연보전협회 (1963) 한국해양연구소(1973) 임업연구원 (1987)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3) 
과학기술연구소(KIST) (1966) 환경 보전협회 (197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989) →한국환경정책 • 명가연구원 (1997) 

국립환경연구원 (1978) 

지방 대구，경북개발연구원 (1992) 

자치 서울시청개발연구원 (1992) 
단체 경남개발연구원1993) 

출연 충북개발연구원 (1994) 
부산발전연구원 (1994) 
강원개발연구원 (1994) 
충북개발연구원 (1994) 
광주， 전남발전연구원 (1995) 
경기개발연구원 (1995) 
충남발전연구원 (1995) 
인천발전연구원 (1997) 
인천발전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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