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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백서 ❚  1

2030 서울플랜 백서를 시작하며

    2011년 12월은 2009년부터 시작하여 공청회까지 거친 ‘2030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야 할 시점이었다. 그런데 11월 27일 민선 5기 시정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달라진 시정 철학과 인문학적 가치를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

까?’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보완

하여 2012년 중반기에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미 법정절차를 거의 마

쳤을 뿐 아니라 연구진들도 다른 프로젝트로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3년

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한 채 연말은 그렇게 지나갔다. 

    201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기본계획의 구조, 운영방식, 

수립주체 등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크게 바뀌어야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시민이 주체가 되는 열린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야 하고, 주무부서였던 도시

계획국이 기획조정실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기본계획의 보완 

정도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완전히 새롭게 수립하는 체계가 필요하였다. 

    2012년 상반기에는 서울시, 전문가그룹, 서울연구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준비

작업을 시작하였다. 6월에는 전문가 자문단을 정식으로 구성하고 5차례의 회의를 통

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일정을 확정하였다. 매회 20여명의 자문단과 10여명의 서

울시 관계자가 제시하는 아이디어와 의견을 보완하고 정리하여 다음 회에 발표하고,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하면서 두 달이 흘렀다. 도무지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

지, 아니면 정말 끝이 날 수는 있을지 등에 대한 의구심만 커져가고 있었다. 수십 명의 

자문단이 제시한 아이디어를 단지 5명의 연구진이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서울시 및 자문단과의 협업으로 그해 7월에 큰 틀과 방향

이 결정이 되었다. 

    2012년 8월 서울의 미래상 설정을 위한 MP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단을 모집하

고 운영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10개월 이상 준비과정이 드디어 끝이 나고, 참여형 

계획을 실제로 시도해보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9월 한 달간 시민참여단을 모집하

고, 두 차례의 오리엔테이션과 1박2일의 워크숍을 통해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가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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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10월 8일 시민참여단이 직접 설정한 서울의 미래상이 시장에게 전달되었

다. 시장은 시민이 제안한 미래상을 채택하고 언론에 공표하였다. 계획에 직접 참여

한 시민들은 서울시민으로서의 보람을 느꼈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 이후 앞으로 

남은 핵심이슈도 미래상을 설정한 것처럼 열심히 준비하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2013년 10월 12일 공청회까지 1년간의 시간은 MP단, 시민위원, 서울시 

관계자, 연구진 등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시간이었다. 분과내의 갈등, 분과간의 조정, 

총괄분과와 분과간의 마찰, 연구진과 서울시와의 의견 충돌, 계획내용의 조정 등 아

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미리 알았다면 아무도 시작하지 

않았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일은 진행되어야만 했다. 108명의 서울

플랜추진단, 6인의 시의회 의원, 40여명의 서울시 관계자, 20여명의 서울연구원 연

구진 등 각계각층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을 완성했다. 우리

는 모두 함께 만든 계획이라는 뜻으로 ‘2030 서울플랜’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권역별 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2013년 연말을 보냈다. 그리고 남은 절차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

통부) 협의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난 2011년도 공청회를 거친 2030 도시기

본계획안을 가지고 1차로 협의한 이력이 있기에 다소 여유롭게 대응했다. 미래상, 전

략계획, 공간구조, 생활권계획, 실현화방안 등 기본계획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다. 이것이 마지막인줄 알았다. 

    국토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출한 

2030 서울플랜은 취지와 시도는 좋지만 도시기본계획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

다. 지침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총 인구예측과 생활권별 예측치, 용도지역

별 수요와 예측치, 토지이용계획, 부문별계획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

디로 보고서를 전면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세종시에서 서울까지 고속도

로 전용도로를 달리는 승합차 안의 서울시 관계자와 연구진은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지침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시간도 시간이지만, 무엇보다 12개 분야의 부

문별 계획을 작성할 연구진의 구성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2011년 1차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때 부문별로 20

여명의 연구진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초안이 있었던 것이다. 10여명의 서울연구원 

박사들은 흔쾌히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도면을 재작성하여 부문별계획을 완성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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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리고 두 달 후 전략보고서인 2030 서울플랜과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요구하는 부문별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들고 세종시로 달렸다.

    모든 계획은 크든 작든 수립과정에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있을 것이다. 시행착오도 

있고 그래서 교훈도 있고, 보람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2030 서울플랜이 지난 6년

간 겪은 경험은 아주 특별하다. 무엇보다 사람의 중요함, 시민과 함께 시도하였다는 

점, 투명한 계획과정, 함께 공감한다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은 계획이었다. 이렇게 다

양한 경험을 담은 백서가 향후 서울시 또는 다른 도시에서 유사한 참여형 계획을 수립

할 때 자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1).

1)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백서는 2014년 서울연구원에서 수행한 정책과제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의 경험과 과제」 

(김인희)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제 1 장

2030 서울플랜의 개요

2030 서울플랜은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라는 의미를 담은 서울 도시기

본계획의 별칭이다. 

지금까지의 도시기본계획은 지침에 따라 획일적으로 수립되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여건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모든 부문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면서 계획의 우선순위 등 많은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시민참여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번 2030 서울플랜에

서는 시민에 의한 미래상 설정, 이슈 중심의 전략적 계획으로 전환, 서울시 전 부서의 협력

적 계획 수립 등 기존과 차별화된 새로운 계획방식을 시도하였다.

본 장에서는 2030 서울플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계획수립의 배경 및 방향, 특징, 주요내용 

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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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서울플랜이란?

1. 2030 서울플랜의 의미

서울플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기본계획을 대도시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하여 시민과 함께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이다.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별칭인 것이다.

과거 도시기본계획은 서울 대도시만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틀, 여건변

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의 한계, 부문별 계획을 나열식으로 열거한 방대한 보고서라

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최근 들어서는 시민을 비롯한 다양한 계획주체가 실제 계

획수립 과정에 참여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근

거하여 계획의 수립과정, 계획내용, 계획 위상 등을 대도시 서울에 맞게 재구성하여 

‘서울플랜’이라는 별칭 하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30 서울플랜은 도시계획국과 기획조정실 주도로 시민·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수립하였고, 핵심이슈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여 전략

계획적 성격을 보완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이란?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따른 법정계획으

로, 동법 제2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시․도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관련·하위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

는 법정 최상위계획의 위상을 가진다.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사회·경제, 환경·에너지, 

교통·기반시설, 문화·복지 등 도시 전체의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계

획수립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행정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계획이다.



8  ❚  제1장. 2030 서울플랜의 개요

2. 2030 서울플랜 위상 및 역할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

서울플랜은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개발 및 보전 계획의 기본이 된다. 또한 경

제·산업, 주택, 교통·기반시설, 환경·에너지, 사회․문화․복지 등 부문별 계획과 시정

운영계획 등 서울시 모든 계획 수립 시 기본이 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서울시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그림 1-1] 서울플랜의 위상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공간계획

서울플랜은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시민들과 

전문가의 참여와 합의과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점전략을 설정하는 전

략적 성격의 계획이다. 또한 미래상과 핵심이슈를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으로 실현화

하는 공간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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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플랜의 특징

계획 초기단계부터 시민과 함께 수립

서울플랜은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계획 초기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미

래상 및 계획과제 등을 도출하였다. 또한 핵심이슈계획 수립에도 직접 참여하여 행정

가, 전문가와 함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슈 중심의 목표지향적 전략계획 수립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은 12개 부문별 계획으로 수립되어 계획 간 연계 및 정합성 확보

에 한계가 있었고, 내용이 방대하여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개

선하기 위해 2030 서울플랜은 서울의 미래 변화를 주도하는 핵심이슈 중심으로 구성

하고, 분량을 대폭 축소하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그림 1-2] 서울플랜의 편제

자료: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서울시, 2014, p11)

 서울시 전 부서의 협력적 계획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국 주도의 공간·물리적 계획 중심으로 수립되었다. 

2030 서울플랜은 공간·물리적 계획과 더불어 복지․교육․역사문화․환경 등 비물리적 

계획의 성격을 강화하였다. 또한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도시계획국 주도로 계획의 전 

과정에서 서울시 전 실․국․본부가 긴밀하게 협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울시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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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계획의 역할 및 기능 강화

그동안의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양적·외형적 성장과 도시경쟁력 강화 위주의 계획

으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

2030 서울플랜은 서울시 전체 차원의 기본계획부터 작은 생활권계획에 이르기까지 

정교하고 일관된 도시계획체계를 마련하였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공간구조 개

편과 생활권계획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였다.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운영

2030 서울플랜은 계획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계획의 달성정

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핵심이슈 및 목표별 주요지표를 설정하여 매년 계획의 달성정도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등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와 평가를 통해 후속계획에 즉각적

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시계획체계를 마련토록 하였다.

[그림 1-3] 서울플랜의 모니터링 상시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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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서울플랜 수립배경 및 방향

1. 서울플랜 수립배경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기 도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에 따르면, 도시기

본계획은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에 확정된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여건변

화에 따른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하였다.

서울시는 1981년 도시기본계획이 법정화 된 이후 1990년(목표연도 2000년) 최초

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1997년과 2006년 두 번의 재정비를 거쳐 총 세 차례 

법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30 서울플랜은 공식적으로 4번째 수립되는 서울 도시

기본계획이다. 

계획명
2000년대를 향한 
서울 도시기본계획

2011 서울 도시기본계획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목표년도 2000년 2011년 2020년
수립년도 1990년 1997년 2006년

미래상
통일한국의 수도

태평양시대의 중추도시
시민을 위한 도시

인간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
자연과 인간, 역사와 첨단이 

어우러진 세계도시 서울

계획기조 국제화/광역화/정보화 시민본위, 인간중심 치유와 회복

계획배경
및

주요내용

∙ 강남북 균형발전
∙ 다핵도시로 개편
∙ 도시철도망(13개 노선)과 

도시고속도로망 계획
∙ 1도심-5부도심-59지구중심

※최초의 법정계획 

∙ 2000년 계획의 수정·보완
∙ 지방자치 시대 도래
∙ 자치구계획의 수렴 및 반영
∙ 상암, 용산, 뚝섬, 마곡지구 개발 

구상
∙ 1도심-4부도심-11지역중심

-54지구중심

∙ 2011 계획의 수정·보완
∙ IMF 이후 여건변화 반영
∙ 행정수도이전 대응, 청계천 복원 

등 반영
∙ GB 우선해제 변경 반영
∙ 1도심-5부도심-11지역중심

-53지구중심

계획서

[표 1-1] 2000년 이후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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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 수립 권한의 지자체 이양 등 제도적 변화

2009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서울시로 이양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서울의 특성과 시정의 방향을 2030 서울플랜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계획의 실현성

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2030 서울플랜은 이러한 법제도 변화에 맞추어 서울시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확보하

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체계로 전면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플랜은 법에서 제시하고 각 부문을 포괄하되, 수립방식과 계획의 편제 등은 서울

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 성격을 강화하고, 자치구 및 수도

권 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한 광역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역사문

화도시인 서울의 특성에 맞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시민참여와 공유사회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실현을 위한 요구

사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2009년 착수하여 2011년에 ‘2030 서울 도시기본

계획(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2011년 말 민선 5기 서울시정이 새롭게 출범하면

서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계획여건의 변화로 계획내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행정과 전문가 위주에서 실질적인 시민참

여를 통한 민주적 절차 강화, 둘째, 공유․혁신․상생․융복합 등 미래가치의 강조, 셋째 

인구구조의 변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등 계획여건의 

변화였다. 

이에 따라 2030 서울플랜은 실질적인 시민참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서

울시 모든 실․국․본부의 참여를 통해 사람 중심의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시공간의 물리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복지, 교육, 역사문화 등 시정 

전 부문을 아우르는 서울시 최상위계획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을 개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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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플랜 수립방향

2030 서울플랜은 절차적 시민참여와 실현성 미흡 등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한계를 극

복하고, 새로운 시대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을 대폭 개편

하였다. 서울플랜은 ‘사람 중심의 계획’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기존 도시기

본계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초기부터 확정 단계

까지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계획 과정을 설계

       ∙ 둘째, 대도시 서울의 특성과 시민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의 

구성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고, 계획서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

       ∙ 셋째, 최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서울플랜과 서울시 실․국․
본부 계획간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운영체

계 구축

       ∙ 넷째, 도시기본계획의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지역단위의 생활밀착형

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 계획적 기반을 제시하여 시민 삶의 질을 개선

       ∙ 다섯째, 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 및 중심지계획 등을 통

한 후속조치의 추진, 모니터링체계 운영 등을 제시

[그림 1-4] 서울플랜 수립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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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플랜 수립과정 및 추진체계

1. 서울플랜 수립과정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수립과정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은 2009년 1월에 착수하여 그해 2월 승인권이 서울시

로 이양된 후 전략계획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서울시는 제도적 변화

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시 특성에 맞는 계획의 편제, 전략적 계획의 성격과 위상, 미

래상에 관한 이슈 등을 계획초기에 논의하였다.

2010년 5월 서울시 전체 이슈와 자치구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 설문조사, 

자치구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였고, 분야별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계획안은 서울시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보완되었고, 

2011년 5월 자치구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되었다.

그러나 2011년 11월 민선 5기 서울시정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과 수립절차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추진되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반영하

는 참여방식이 요구되었다.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이에 따라 2011년 12월 실질적인 시민참여의 강화, 서울시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위

상 정립, 새로운 시대적 가치 및 계획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의 새로운 

방향이 논의되었다. 사전준비 단계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 33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5차례 회의를 통해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수립방향, 시민참여방식 등을 결

정하였다. 

2012년 8월 서울의 미래상 설정을 위하여 100인의 시민참여단을 최초로 구성하였

다. 2차례의 예비회의와 1박 2일간의 본회의를 거쳐 시민들이 바라는 2030년 서울

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시민들이 직접 선정하여 서울시장에게 제안하였다. 이를 서

울시장이 수용함에 따라 2030 서울의 미래상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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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인의 시민참여단에 의해 설정된 미래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분야별 시민그룹, 시

의원, 전문가, 실․국․본부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가 구성되었다.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계

획, 권역별 구상, 실현화 방안 등이 포함된 2030 서울플랜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든 서울플랜 계획(안)은 시민 공

청회, 지역별 설명회 등 의견수렴과 법정 행정절차를 거쳐 2014년 5월 최종 확정되

었다.

2009. 1월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착수

2030 
도시기본계획(안)

2~9월 기초연구, 계획편제 구상, 미래상 논의

8~11월 시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8월~11월), 자치구 의견수렴(9월) 

2010. 1~2011.2월 계획(안) 작성 및 관련부서 의견수렴

2011. 4~5월 기자설명회(4.5), 자치구 설명회(4.14~20), 공청회(5.13)

6~7월
전문가토론회(2회), 관련부서 의견수렴(국토부, 자치구 등)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의견수렴 

2011. 8~10월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검토

2030
서울플랜

2012. ~7월 기본계획 개편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운영

8~10월 시민참여단 모집 및 미래상과 계획과제 도출

11월~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13. 3월 자치구 워크숍(1차 3.18, 2차 7.15~17)

3~8월 계획(안) 작성

9월 서울플랜(안) 마련, 기자설명회 개최(9.26)

10월~
자치구 설명회, 공청회, 국토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26)

[표 1-2]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2009~2013)

[그림 1-5] 시민참여형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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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플랜 추진체계

시민, 전문가, 행정의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에서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수립주체 간의 

협의를 통한 협력적 계획 수립을 위해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

다. 추진위원회는 미래상 설정을 위한 ‘서울플랜 시민참여단’과 핵심이슈계획 수립

을 위한 ‘분과별 추진위원회’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은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된 100인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었으며, 서울의 

미래상과 주요과제를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분과별 추진위원회는 100인의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계획과제에 따라 5개의 분과, 

총 108명으로 구성되었다. 분과별로 전문가․서울시 공무원․시의원․시민단체․분야별 

시민그룹․서울연구원 연구진 등 20여명 내외로 구성되어 핵심이슈별 목표와 세부 전

략을 마련하였다2). 

[그림 1-6] 서울플랜의 추진체계  

2) 시민위원은 6개 분야별(어르신/장애인/기업인/근로자/여성/청소년․대학생) 1명씩 공개모집방식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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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울플랜 구성 및 내용

1. 서울플랜의 구성체계

미래상-핵심이슈계획-공간계획-계획의 실현으로 구성

2030 서울플랜은 서울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한다. 2030 서울플랜은 서울의 

미래상,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구조 및 생활권계획(공간계획), 계획의 실현 순으로 구

성되어 있다.

[그림 1-7] 서울플랜의 구성체계

                    자료: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기자설명회 자료(서울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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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플랜의 주요내용

2030 서울의 미래상: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2030 서울플랜과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서울의 미래상을 시민 스

스로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2030년 서울의 미래상을 설정하기 위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

된 100명의 시민참여단을 모집하였다. 2차례 예비회의와 본회의 등 3차례 워크숍을 

통해 서울의 장점과 단점, 주요 쟁점에 대한 찬반토론, 미래상 도출을 위한 토론을 거

쳐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2030년 서울의 미래상으로 설정하였다.

핵심이슈별 계획: 17개 목표와 60개 전략 제시

핵심이슈별 계획은 서울시 전체 실․국․본부의 업무를 융합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

하고, 시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략적 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 주제 중심의 계획을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

성한 ‘서울형 주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이슈별 계획은 핵심이슈별 계획방향, 주요지표, 목표와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을 위해 약 10개월 동안 5개 분과별(복지․교육․여성, 산업·일자

리, 역사·문화, 환경․에너지․안전, 도시공간․교통․정비)로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핵

심이슈를 설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지표, 그리고 60개 전략을 도

출하였다.

공간구조: 단핵구조에서 다핵구조로 중심지체계 개편

2030 서울플랜의 공간구조는 미래상을 반영하여 소통과 배려의 공간구조를 실현하

고자 하였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5개 핵심이슈별 

계획의 목표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서울의 중심지체계는 권역 간 격차 심화, 서울 대도시권의 광역화, 글로벌 대도시권 

간 경쟁심화 등 공간구조와 관련한 과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단핵구조에서 다핵

구조로 개편하였다. 기존 ‘1도심, 5부도심, 11지역중심’의 단핵적 위계구조에서 ‘3

도심, 7광역중심, 12지역중심’의 다핵적 기능구조로 전환하여 중심지별 특화 육성과 

중심지 간 기능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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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소통과 배려의 공간구조

생활권계획: 5개 권역별 발전방향과 분야별 계획과제 제시 

생활권계획은 미래상,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구조 등 서울플랜의 주요내용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구 천만이 생활하는 서울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광역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내용을 생활권 단위에서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생활권의 발전방향

과 정책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연적․물리적 

특성, 행정구역, 통행패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5개 대생활권(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발전방향과 분야별 계획과제를 제시

하였다.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해 현장시장실 운영, 자치구 및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

(2회), 서울시 실․국․본부별 공간관련 사업조사, 자치구 건의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이

를 통해 중심지·일자리, 주거지, 교통체계, 생활기반, 지역특화발전 등 5개 부문별로 

권역별 이슈와 발전방향을 제시하였고, 후속적으로 수립되는 생활권계획에서 구체

화하도록 하였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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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화방안: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30 서울플랜에서는 서울시 최상위 계획으로 위상이 강화됨에 따라, 계획의 실현

과정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검토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명시하였다.

서울플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은 서울과 대도시권의 변화 진단, 서울플랜

에서 제시한 목표와 전략의 달성정도 측정, 서울플랜과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연차별 보고서로 발간하도록 하였다4).

[그림 1-9] 2030 서울플랜과 모니터링과의 관계

3) 권역별 구상의 후속계획으로 권역별/지역별 생활권계획 수립 중(2013.9 ~ 2016.12 예정)

4) 2030 서울플랜 모니터링을 위한 「도시기본계획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중(2014.2~2015.4)



 제 2 장

2030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2030 서울플랜은 사실상 2009년 1월에 착수하여, 2011년 5월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을 마련하여 자치구 설명회 및 공청회를 통하여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2011년 하반기 민선 5기가 출범하면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안)에 새로운 시대적 가

치와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계획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30 도시기본계획

안은 2012년 1월부터 보완과정을 거쳐 2014년 5월 최종 확정․고시되었다.

여기서는 2009년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초안 수립과정부터 2014년 5월 2030 서울플랜

이 확정․고시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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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2009~2011

2030 서울플랜은 사실상 2차례에 걸쳐 수립되었다. 1차 계획은 2009∼2011년까지 

‘2030 도시기본계획(안)’이란 이름으로 진행되었고, 2차 계획은 2012∼2015년까

지 ‘2030 서울플랜’이란 이름으로 수립되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은 2009년 1월 착수한 이래, 서울의 미래상, 핵심이슈

별 계획, 공간구조와 권역별 계획을 마련하여 2011년 5월 공청회를 거쳤다. 그러나 

3년여 간 수립된 2030 도시기본계획(안)은 2011년 하반기 민선 5기가 새롭게 출범

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고, 시민참여 절차를 보완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

되었다.

여기에는 2030 서울플랜 이전에 1차로 수립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의 수립

과정과 계획내용을 담고 있다.

1. 계획의 수립방법

서울의 위상과 변화진단

서울은 글로벌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수도권의 중추도시인 점을 고려하여 

서울의 위상과 역할을 진단하였다. 또한 생활권의 광역화 추세를 고려하여 대도시권 

차원의 진단과 자치구 차원에서의 진단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서울의 현안,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사회·경제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진단하

여 20년간 대응해 나갈 핵심이슈를 도출하였다. 부문별 변화를 파악하였으며, 그 중 

인구변화와 서울시의 정체성, 주택정책, 삶의 질 향상 등에 중점을 두었다.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서울의 미래상 설정

서울의 변화진단을 토대로 시민·전문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전문가 자

문회의 및 포럼, 세계도시 동향 등을 파악하여 서울의 미래상을 설정하였다. 종합적

인 의견수렴 및 분석과정을 통해 계획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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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경기·인천 등의 관련 정책과 계획 검토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과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2009.4),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2006~2020)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도록 하였

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 주택, 환경 등의 주요정책과 계획을 검

토하여 반영하였다. 인접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관련 공간계획을 

검토하여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서울시 주요 정책 및 관련 하위계획과 연계성 강화 

현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시책, 주요 추진사업을 검토하여 핵심이슈별 계획 및 공간발

전전략, 권역별 구상에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교통정

비중기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등 관련 하위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계획의 실현

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외국 대도시 기본계획에 대한 심층 분석 

도쿄(도시만들기 비전, 2009), 뉴욕(PlaNYC, 2007), 런던(런던플랜, 2008) 등 세계 

대도시 기본계획의 계획체계 및 내용, 운영방법 등을 심층 검토하여 새로운 형식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였다. 

특히, 전략계획과 공간계획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의 새로운 체

계마련과 내용 구성, 계획의 실현성 증진을 위한 모니터링 실시, 주요시책과의 연계

성 강화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관련부서 협의 및 자치구 의견수렴 

2011년 5월 계획안에 대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전문가, 서울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25개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는 

상향식 계획을 도모하여 도시기본계획이 안고 있는 하향식 계획의 경직성을 극복하

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호보완적 피드백 과정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내실화를 도모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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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수립방법 비고

사전 의견수렴
설문조사(시민, 전문가, 공무원), 
자치구 의견수렴

시민 1,500명, 전문가･공무원 440명 대상

관련계획 검토
국토종합계획 및 수도권 정비계획,
서울, 인천, 경기 및 자치구 관련계획

인접 지자체 및 서울시 관련 국실･자치구 
반영사항 검토

세계도시 동향
도쿄, 런던, 베를린,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래상, 수립절차, 계획목표 및 실행전략, 
시민참여, 모니터링 등

전문가 의견수렴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전문가 토론회, 
초청특강 개최

전문가 브레인스토밍 13회, 토론회 2회, 
초청특강 10회

의견수렴과정
관련부서 설명회 개최 및 협의․조정
25개 자치구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 

서울시 관련부서 설명회 2회 개최 
도심·서북, 서남, 동남, 동북 4개 권역으로 나눠 
총 4차례 자치구 설명회 개최

[표 2-1]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수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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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수립과정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은 2009년 1월 착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시민설문조

사, 계획안 협의․조정, 시장보고 등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2011년 4월 기자설

명회를 개최하였다. 2011년 5월 이후 공청회, 관련부서 의견수렴, 중앙도시계획위

원회 자문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2009. 1월 과업착수 

2월 착수보고 / 자문회의 1회

3월 자문회의 2회 

4월 자문회의 3회 (미래상포럼) 

5월 자문회의 4~6회 (미래상포럼)

6월 자문회의 7~8회 (미래상포럼)

7월 부문별 책임자 협의·조정 회의 1차

8월 자문회의 9회  

9월 자치구 의견수렴 

10월 시민 설문조사 실시 (기간 : 10.8~26)

11월 전문가·공무원 설문조사 실시 (기간 : 10.23~11.23)  

12월 자문회의 10회 
부문별 책임자 협의·조정 회의 2차

2010. 2월 부문별 책임자 조정·협의 회의 3차
부시장 보고 (2.12) 

6월 관련부서 설명회 및 의견 수렴 

11월 부시장보고 (11.12) / 시장보고 (11.15) 

2011. 1월 자문회의 11회 

2월 서울시 협의 : 핵심이슈별 계획 검토·조정

3월 연구진 워크숍 개최
자문회의 12회  

4월 기자설명회 (4.5)
25개 자치구 설명회 (4.14~20)

5월 공청회 (5.13) 
자문회의 13회 

6월
전문가 토론회 2회 (6.24, 6.28) 

관련부서 의견수렴 (국토부, 관련국실, 자치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6.23)

7월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의견수렴 (7.7)  

[표 2-2]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주요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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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획의 수립방향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의 특징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종합계획 성격을 계승하면서 전략계획적 성격을 강

화하였다. 또한 공간계획의 기능과 계획지표 설정을 통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계획의 내실화와 실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시민이 알기 쉬운 기본계획서로 탈바꿈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은 미래상과 공간구조, 생활권 계획 등 12개의 부문계획

으로 이루어져 방대한 분량(687p)의 계획서로 작성되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계획서를 지양하고 시민과 공무원이 알기 쉬운 시정 중심

의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계획보고서의 내용도 선택과 집중을 중시하는 핵심이

슈 중심의 전략계획 형태로 작성하며, 분량도 대폭 축소하였다(150p내외).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병렬식 12개 부문계획과 52개의 목표가 제시되어 

있었다. 반면, 선진 대도시의 경우 3∼6개 부문, 20개 내외의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

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시책을 간결하게 제시하고 있다.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4개 핵심이슈와 12개 목표로 간소화하였다. 즉,  

도시기본계획 내용구성이 바뀌면서 종전의 부문별 계획 내용이 12개의 목표 및 전략

에 대응하는 형태로 흡수되었다. 

[그림 2-1]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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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적 성격의 도입과 공간계획으로의 성격 강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한이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지금까지 획일적으로 수립되던 도

시기본계획을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전략계획적 성격과 공간계획으로의 특

성을 강화하였다.

전략계획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이슈 중심의 계획,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시정계획과의 연계 및 모니터링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공간계획의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의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공간발전전략

과 권역별계획의 기능을 강화하였다.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을 통한 계획의 실효성 확보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미래상과 4개의 핵심이슈별 계획을 실현하기 위

한 목표와 전략, 시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계획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부문의 다양한 전략과 시책이 수반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을 

통해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부문별 계획 간의 연계성 

부족과 상충 문제를 개선·보완하였다. 

[그림 2-2] 2030 서울의 미래상과 4대 핵심이슈

계획의 지속성·일관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계획의 실현성 증진을 위해서 목표 및 전략에 대

응한 주요 계획지표 설정을 통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실효성이 낮은 

재정계획 대신에,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계획지표 중심의 상시 모니터

링 시스템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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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의 주요내용

미래상: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서울”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2030년 서울의 미래상은 "살기 좋은 글로

벌 녹색 서울"이다.  

미래상은 세계 대도시권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며, 서

울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시민, 전문가 의견, 민선 시정의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정책적 비전을 담아 확정하였다. 

[그림 2-3]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서의 미래상

핵심이슈: 미래상 실현을 위한 4대 핵심이슈 선정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대외적인 변화에 대응하면서 서울시가 안고 있

는 구조적인 도시문제와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핵심이슈를 정하였다.

먼저, 세계적 이슈로는 광역도시 차원(Mega-city)에서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기후변

화에 의한 탄소배출 의무감축 강화에 따른 도시정책 변화 즉, 세계도시 정책의 트렌

드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대내적 이슈로는 고령화 진전 등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적 위상 약화 및 경제성장 둔화, 

지식산업으로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 시가지 전역으로의 노후화 진행, 기후변화에 따

른 상시 재해대책 등 서울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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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를 토대로 서울시를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도시’로 구

현하기 위하여 1) 경쟁력 있는 글로벌 서울, 2) 매력있는 역사문화 서울, 3) 함께 사는 

행복 서울, 4)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서울 등 4개의 핵심이슈를 설정하였다. 이와 함

께 핵심이슈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목표와 32개 세부 전략을 제시하였다.

4개 핵심이슈 12개 목표 32개 전략

살기 좋은 
글로벌 녹색 

도시

글로벌 중심 기능 강화
전략1-1  국제 업무 중심지 육성
전략1-2  글로벌 인프라 연결성 강화
전략1-3  서울 대도시권의 광역경제권 기반 구축 

신성장동력 창출 및 고용기반 확충
전략2-1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전략2-2  서울경제의 중소기업 기반 구축과 구조 고도화 
전략2-3  산업집적지의 혁신적 활용  

신속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구축
전략3-1  서울 대도시권의 광역교통기반 강화
전략3-2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

매력있는 
역사문화 서울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
전략4-1  서울의 역사성 재인식을 위한 기반 구축
전략4-2  서울의 역사성·장소성 회복
전략4-3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및 관광 활성화

창의문화 도시 기반 강화
전략5-1  장소에 기반한 문화인프라 확충
전략5-2  문화예술 창작 기반 확대
전략5-3  관광 인프라 구축

매력 있는 도시경관․디자인 창출
전략6-1  서울경관 개선을 위한 체계적 관리
전략6-2  자연환경과 조화된 도시경관 창출
전략6-3  시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도시 구현

함께 사는 행복 
서울

지역 특성 강화 및 낙후지역 활성화
전략7-1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재생
전략7-2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체계 구축
전략7-3  지역 특성을 살린 활력 있는 공간 창출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 공급 다양화
전략8-1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전략8-2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확대
전략8-3  살기 좋은 주택커뮤니티 조성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전략9-1  지속가능한 서울형 복지공동체 구축
전략9-2  생활권 단위의 복지인프라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서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환경 구현
전략10-1  기후변화에 안전한 종합적인 재해예방체계 구축
전략10-2  도시형 재난에 대비한 대응능력 강화
전략10-3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전략11-1  에너지절약형 도시관리체계 구축
전략11-2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구축

깨끗하고 쾌적한 녹색공간 확충
전략12-1  깨끗한 공기 및 물환경 조성
전략12-2  녹지 및 수변 네트워크 강화  구축 

[표 2-3] 핵심이슈별 목표와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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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지표: 도시의 전반적인 상황 및 기본계획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선정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도시계획을 둘러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인구, 

산업경제, 교통, 주택․토지이용, 환경, 안전 분야 등으로 기본지표를 구성하였다. 또

한 도시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적 차원의 지표와 시민생활과 밀접하

게 관련된 지표를 함께 구성하였다.

도시기본계획의 전략계획적 성격을 강화함에 따라, 측정 가능한 형태의 지표로 구성

하여 모니터링 체계와 연계되도록 하였다.

인구 등 계획 여건의 변화, 주택보급률 등 거시적인 지표의 달성을 위해 도시기본계

획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여 지표와 계획 간의 연계성을 부여하였다.

부문 기본지표 2010 2015 2020 2030 대응전략

인구
인구(만명)

1인가구비율(%)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

971
20.8
9.4

1000
21.4
11.9

990
22.4
14.9

941
24.9
22.3

인구감소, 인구구조 변화, 생활양식의 
변화에 종합적 대응 

산업경제
1인당 GRDP(만달러)

고용률(%)
2.3
59

3.2
62

4.0
65

5.0
70

국제업무중심지 육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중소기업기반 구축과 산업고도화

교통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광역철도 총 연장(km)

67
82

68
124

70
134

70
134

글로벌 인프라 연결성 강화
편의성․효율성을 고려한 교통체계 개선

에너지절약형 도시관리체계 구축

주택
주택보급률(%)

공공임대주택 비율(%)
92.9
4.9

95.6
6.5

98.0
8.0

103.5
10.0

지속가능한 주거지 정비체계 구축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안전
주택침수세대 감축률(%)

인적재난 인명피해 감축률(%)
0
0

23
5

45
10

90
20

종합적 재해예방체계 구축
도시형 재난 대응능력 강화

첨단기술에 기반한 안전도시 구축

환경
온실가스 

감축(1990기준,%)
공원서비스지역 비율(%)

20
95

22
96

25
98

25
98

녹지 및 수변 네트워크 강화
깨끗한 공기 및 물환경 조성
자원순환형 도시환경 구축

[표 2-4]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계획지표

공간구조: “다핵 연계형” 공간구조를 지향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의 공간구조는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공간구조

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여건변화, 계획의지 등을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와 함께 광역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완결형 구조에서 광역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중심지체계를 위계적 구분보다는 중심지의 성격과 특성을 고

려하여 실효성 있게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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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심지체계는 기존의 1 도심, 5 부도심, 12지역중심 체계에서 3핵, 3부핵, 13

거점으로 개편하여 글로벌 대도시권 경쟁심화와 광역화 등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선도적으

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중심지체계

3핵-3부핵-13거점 

3핵 : 도심, 영등포·여의도, 강남

3부핵 : 용산, 청량리․왕십리, 상암·수색 

13거점 : 8 광역연계거점 + 5 지역거점

특징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민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특성 강화 / 발전축 다변화 

권역별구상: 5대 권역별 발전방향을 제시

공간구조 구상과 핵심이슈별 계획에서 제시된 공간 관련 지침들과 각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5대 권역별 구상(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을 마련하였다.

각 권역별 현황 및 계획과제를 도출하고, 중심지 육성, 교통체계 향상, 주거지 관리, 

공원․녹지 확충, 정체성 강화 등을 주요부문으로 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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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처음부터 다시 “시민참여형 계획”으로

2030 서울플랜과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래상을 시민 스스로가 제안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서울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단계에서 서울의 미래

를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스스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에 의한 20년 후 바람직한 서울의 미래상 도출을 위하여 시민설문조사, 전문가 

자문단 회의, 토론한마당 등 다양한 사전준비단계를 기획하였다. 

먼저 학계와 시민단체 등 33인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5차례 회의를 통해 서울플랜의  

수립방향 및 추진체계, 시민참여방식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서울의 미래상 및 주요이슈 등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일반시민 2,5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문조사5)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일반시민들에게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및 인지도 향

상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의 주요변화와 미래 전망 등을 일반시민과 전문가

가 함께 토론하는 ‘토론한마당’을 5회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러한 서울플랜 수립과정 및 관련 자료 등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서울플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주요 추진경과]

일   시 주요 프로그램 비   고

2011. 12 ~ 2012. 7
전문가자문단 구성 및 회의

(총 5회 개최)

－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33인
－ 서울플랜 추진체계, 수립방향, 시민참여 방식 

등 논의

2009. 10.(1차)
2012.  9.(2차)

시민설문조사 실시

－ 서울의 미래상 및 주요이슈 등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 일반시민 2,500명
   (1차 1,500명, 2차 1,000명)

2012. 8 ~ 9
토론한마당 개최
(총 5회 개최)

－ 서울의 주요변화 및 미래전망에 대한 석학 
초청강연 및 시민토론

5) 서울의 현재와 미래 및 분야별 주요이슈에 관한 설문조사는 총 2,500명(2009년 1,500명, 2012년 1,000명)을 대상으

로 두 차례 실시하였음.  



34  ❚  제2장. 2030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1. 새로운 계획문화에 대한 기대

기본계획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라!

2011년 11월 민선5기가 시작되면서 시작된 시정의 변화 바람은 도시기본계획도 예

외는 아니었다. 특히,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도시기본계획의 한계를 

이번 기회에 극복하고 완전히 새로운 계획체계를 수립하자는 의견이 전문가, 서울시, 

시장단 뿐 아니라 연구진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2009년 2030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할 당시에도 시민참여방식을 강화하고, 계획

체계를 전략계획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2011년 5월 공청회에서 발표

된 2030 도시기본계획(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계획이었다. 공청회를 통해 발표

한 계획(안)은 이후 행정절차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였다.

거의 완성된 2030 도시기본계획(안)은 2011년 신임시장과 행정부의 새로운 시정철

학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상당부분 수정이 필요하였다. 문제

는 “이미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기존의 계획안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수정해야 하

는가?”였다. 무엇보다도 수정 및 보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였다.

계획안의 수정 및 보완방향은 ‘민선 5기의 새로운 시대적 가치’와 이에 따른 ‘계획여

건의 변화’로 하였다. 새롭게 실현해야 할 시대적 가치는 실질적인 시민참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정책의 실현, 지역특성과 공동체를 고려한 인문학적 가치

의 실현 등 이었다. 계획여건의 변화는 ‘최상위 계획으로서의 위상강화, 융‧복합 시대

의 도래에 따른 부서 간 통합적 계획의 수요,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관리체계의 마

련 등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해서 2009년 이후 2년간 작업하여 완성단계까지 온 2030 서울 도시기본계

획(안)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계획방향을 설정하고 계획수립에 착수하였다.

우선 풀어야 할 숙제 “시민참여와 인문학적 가치란?”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과 변화의 방향도 모두가 공감했다. 시장단, 행정

부, 전문가들 모두 어떻게 바뀔 것인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관심만큼 서

울연구원, 서울시 도시계획국 및 기획조정실 등 계획을 수립해야 할 주체는 막중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면서 여러 다양한 시도를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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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시민이 어떻게 어느 정도로 계획에 참여할 것인가?”와 

“인문학적 가치를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였다. 서울연구원과 서울시 도시계

획국, 기획조정실로 구성된 연구진은 위에서 제기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우선적 과제였다.

지금까지 기본계획이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등 물리적 분야를 강조하면서 상대적으

로 소홀히 다루어 왔던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고민을 인문학적 가치로 해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람위주의 계획안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수립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현전략이란 것에 공감하

였다.

시민참여는 매우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과제이다. 지금까지 시민참여는 설문조사, 

공청회에서 의견제기, 공람과정 등 한정된 기회에서 수동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참여한다고 하여도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전체를 다루는 광범위한 계획이자 행정계획으로 시민이 참

여하기에는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었다. 그러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참여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미션이었다.

대도시의 인문학적 가치란? 

도시는 신에 의해 창조된 결과물이 아니라 인간 활동의 결과이다.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 발명품이며 도시의 역사는 계획의 역사이다. 

원근법과 인쇄술의 발명으로 5감각 중에서 시각의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되면서 공간의 심

미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시각위주의 공격적인 계획이 시작되면서 시각의 권력화가 나타

나고, 도시계획에서는 계획의 강박증으로 정량위주, 지표중심의 공학적 접근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국가주도의 압축성장을 위한 도시개발과 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학적인 대

처가 불가피하였다. 도시가 몰인간화 되고 상품화가 되면서 계획에서 사람이 사라지게 되

었다. 이제 도시를 원래 주인인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하고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야 할 

때이다. 

20년 후 서울은 사람중심의 가치가 계획에 담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을 되살리

고’, ‘역사를 재구성하고’ ‘통각이 있는 도시’ 로 전환되어야 한다. 

[서울대 전상인교수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발제한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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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의 틀과 방향을 결정

분야별 전문가와 서울시 정책결정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서울연구원과 서울시로 구성된 기본계획 준비위원회는 새로운 계획수립의 명분과 

인문학적 가치실현을 위한 참여형 계획의 틀을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였다.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 20인으로 구성하여 계획의 성격 및 

내용, 구체적인 시민참여방식, 운영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전문가 자문단은 총 5차례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서울시 

행정2부시장, 정책특보,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등 분야별 최고 정책결정자가 

참여하였다. 1990년 이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계획 실무회의에 매번 부

시장을 비롯한 실국장이 참석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에 대

한 서울시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회의는 연구진이 주요 이슈에 대하여 초안을 만들어 발표하고 토론을 통해 보완하는 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인 주제는 기본계획 수립방향, 시민참여단의 구성과 운영방

식, 자문단의 성격과 역할,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인문사회학적 가치 등이었다. 

자문단과 정책결정자가 한자리에 모여 토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

었기에 전반적인 계획의 골격과 방향을 단기간에 합의할 수 있었다. 회의는 6월18

일~7월23일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개최하였다.

[그림 2-4] 전문가 자문단 회의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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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형 계획의 방향과 틀을 결정

전문가 자문단에서 결정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설정이었다. 지

금까지의 기본계획은 과정과 절차를 중시한 계획이었고, 전문가와 행정가의 시각 위

주로 수립된 특징이 있었다. 앞으로는 시민들의 관점과 시각에서 계획의 구조를 전면 

전환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시민의 관점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시민이 직접 계획수립 과정에 참

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0인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여 미래상을 직접 설정하도

록 하였다. 

시민에 의한 미래상 설정은 숙의방식6)으로 진행되었다. 숙의방식의 장점은 사전에 

정보가 제공되고 학습할 수 있으며, 개인의 선호도가 숙의과정에서 진화되고, 쌍방향

의 논의과정에서 합의가 도출되어 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숙의방식으

로 미래상을 설정하는 일은 국민대학교 김환석 교수가 담당하여 추진하였다.

숙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선출방식이 중요하다. 통상 사용하

고 있는 응모와 선출방식은 모집하기에는 용이할 수 있지만,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되

어 특정 지역이나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숙의방식에

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시민참여단의 선정은 특정이슈에 대하여 자유로운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결정하였다. 

다양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성별, 연령, 권역, 직업 등을 균형 있게 배분하였다. 

단, 장애인과 외국인은 모집방법의 한계로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민참여단

에 포함시켰다.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은 현재의 청소년이 주인공이 될 시기라는 판

단 하에 별도로 20여명의 청소년계획단을 구성하여 시민참여단과 함께 운영하였다.

6) 숙의방식이란 참여자들이 학습과 토론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조정하면서 합의를 형성해 가는 

동태적 과정이다.



38  ❚  제2장. 2030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3. 실질적인 계획을 담당할 추진위원회 구성

전문가 자문단에서 ‘서울플랜 추진위원회’로 전환 

사전 기획을 담당했던 전문가 자문단의 역할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사전기획단

계에서 계획의 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역할을 마무리하고 해산하자는 안과 계

획이 승인될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서 자문기능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었다. 논의 끝에 

자문단은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기획단계 이후 자문단의 역할은 미미

하였다. 하지만 자문단 위원 대부분이 부문별 MP단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개인별로

는 계획수립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전문가 자문단 회의에서는 시민이 주도하는 계획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여전히 

전문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사전준비단계에서는 관련 행정

가 및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하고, 실제 계획수립 단계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

도록 하였다. 

시민참여형 계획에서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시민이 공정하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모의토론회 등을 거쳐 시민

이 스스로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어려운 주제에 관해서는 자문도 해

야 하는 등 전문가의 역할이 오히려 확대되고 다양해진 것이다. 

전문가의 역할이 지금까지 단순히 자문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계획수립에 직접 책

임을 지고 시민과 함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자문단 내부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MP7)단을 구성하여 분과별 계획을 총괄하고 운

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전문가 자문단에서는 실질적인 계획수립을 담당할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

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위원장은 행정1‧2부시장, 총괄 MP등 3명으로 구성되었다. 추진위원회는 총괄 MP의 

지휘아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설정할 시민분과 MP단과 핵심이슈계획을 수립할 분

과 MP단으로 구성되었다. 기존의 전문가 자문단은 필요시 자문역할을 수행하였다.

7) MP : Master Planner의 약칭으로 총괄계획가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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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에서는 시민분과 MP단으로 김환석 국민대학교 교수와 남부원 YMCA 한

국연맹 사무총장을 추천하여 결정하였다. 숙의방식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현장에서 

시민과의 다양한 참여방식을 경험한 점이 추천 사유였다. 

분과별 MP단의 이슈와 인원은 미래상과 핵심이슈가 정해져야 구성이 가능하다. 다

만 분과별 구성방안은 시민단체 등 시민위원(6인), 전문가(6인), 서울시와 시의회

(3~5인), 서울연구원(2~4인) 등으로 확정하였다. 특이한 점은 시의원을 계획과정에 

직접 참여시켜 시민의 대표성을 강화하였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의 실질적인 참여는 활발하지 않았지만, 이슈를 논의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는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림 2-5]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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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상 만들기를 위한 시민참여프로그램 준비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MP단은 3차례 회의8)를 통해 시민참여의 방식 및 운영프로그램을 결정하였다. 우선 

미래상 설정에 참여할 시민들의 공식명칭은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으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모집은 서울시민 외에 외국인을 포함하는 안을 제안하였고, 청소년 참여단은 

성격상 별도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플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서울플랜 토론한마당 

개최, 시민 설문조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병행하였다. 

[그림 2-6] 서울플랜 공식 홈페이지(화면 캡쳐)

서울플랜의 홍보 및 참여유도를 위한 토론한마당 개최

서울플랜에 대한 홍보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플랜 토론한마

당’을 기획하였다. 기획 목적은 도시계획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분야별 전

문가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시민과 함께 토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었

다. 참여대상은 시민참여단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확대하였다. 

8) 2012년 8월17일, 8월22일, 8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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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한마당은 2012년 8월~9월 사이 총 5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서울플랜의 인

문․사회학적 비전’(전상인 서울대 교수), 2차 ‘산업구조 및 경제활동 공간의 변화와 서

울 2030의 대응’(박삼옥 서울대 명예교수), 3차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위기와 서울 

2030의 대응’(박진희 동국대 교수), 4차 ‘첨단기술과 미래사회’(정지훈 관동의대 명

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5차 ‘서울 연구의 시공간적 확장을 위한 시론’(최종현 통

의도시연구소 소장) 등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토론한마당은 평일 오후에 개최하여 학생,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등이 주로 참여

하였고, 일반시민들의 참여는 미흡하였다. 

1차

주 제 2030 서울플랜의 인문･사회학적 비전

일시/장소 2012년 8월 31일 (금) 16:00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

발제자 전 상 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회학)

토론자
이영희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박옥희 (문화세상 이프토피아 고문),  
변미리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실장)

2차

주 제 산업구조 및 경제활동 공간의 변화와 서울 2030의 대응

일시/장소 2012년 9월 5일 (수) 16:00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

발제자 박 삼 옥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명예교수,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석좌교수)

토론자
강명구(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기흥(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김영수(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

3차

주 제 지구 온난화 및 에너지 위기와 서울 2030의 대응

일시/장소 2012년 9월 12일 (수) 16:00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

발제자 박 진 희 (동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규인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이사), 임옥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4차

주 제 첨단기술과 미래사회, 그리고 서울의 변화

일시/장소  서2012년 9월 18일 (화) 16:00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

발제자 정 지 훈 (관동의대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토론자
남궁성 (한국도로공사 명절교통예보관), 임경순 (포항공과대학교 인문사회학부 
교수), 황병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모바일스쿨 교수)

5차

주 제 서울로 가는 길 – 서울 연구의 시공간적 확장을 위한 시론 -

일시/장소  2012년 9월 27일 (목) 16:00 /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

발제자 최 종 현 (통의도시연구소 소장)

토론자
김기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이상구 (경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이석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전효관 (서울하자센터장),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표 2-5] 서울플랜 토론한마당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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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 모집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쉽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의 회의 도우미인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모집하였다. 퍼실리테이터는 분과회의시 발언순서 등

을 조율하고, 토론 내용 기록 및 전달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모집은 학생기자단 등 

경험이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위주로 구성하였다. 

퍼실리테이터 역할  

－ 아이디어 및 정보 수집하고 회의내용 기록

－ 공평한 입장을 견지하고 약자를 보호하거나 토론 유도

－ 효과적인 의견 통합, 주어진 시간 내 결론 도출

－ 편하고 즐거운 토론 분위기 조성

－ 불편한 사항을 체크하고 해결해주는 도우미 등

도시기본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와 자료 제공

미래상을 만들기 위하여 두 차례의 예비회의와 한 차례의 본회의 등 3번의 워크숍을 

갖도록 기획하였다. 예비회의는 일반시민 및 학생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9월 중 두 

번의 토요일로 잡았고, 본회의는 10월 중순에 2박3일의 집중워크숍을 제안하였다9). 

두 번의 예비회의를 위해서 서울의 미래상, 분야별 트랜드와 쟁점과제, 통계자료 등 

교육프로그램을 시간별로 준비하여 교육자료로 제공하였다.

미래상 설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민 설문조사 실시

서울의 현재 모습과 희망하는 미래 모습, 주요 이슈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한 서울시민

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2009년(시민 1,500명)과 2012년(일반시민 1,000

명 대상) 두 차례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는 시민참여단에게 공개하여 미래상 설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핵심이슈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이슈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9) 실제로 본회의는 10월 6~7일 1박2일로 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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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서울의 미래상은 서울시민이 만든다

2030 서울의 미래상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100인의 시민참여단에 

의해 설정되었다. 시민참여단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성별, 연령, 직업,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시민참여단은 두 차례의 예비회의와 한 차례의 본회의(1박 2일 숙의회의)를 통하여 ‘시민이 바라

는 2030 서울의 미래상 및 계획과제’를 도출하였다.

제1차 예비회의는 “비전을 말하다”로 시민참여단 출범식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서울의 좋은 점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내가 꿈꾸는 2030 서울의 미래는 다’에 대한 브레인라이

팅(Brainwriting)을 시행하였다.

제2차 예비회의는 “이슈를 말하다”로 2030년까지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리하

고, 시민참여단의 논의과정을 거쳐 주요 계획과제(핵심이슈)를 도출하였다.

본회의는 “비전과 이슈를 만들다”로 지금까지 논의된 이슈를 바탕으로 주요쟁점에 대한 찬반토론

을 거쳐 핵심이슈의 우선순위와 2030 서울의 미래상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서울의 미래상 및 계획과제는 시민참여단에 의해 직접 제안서로 작성되어 서울시

장에게 전달되었다.

 [주요 추진경과]

일   시 주요 프로그램 비   고

2012. 8. 7~27 시민참여단 모집
－전문리서치 업체에 의뢰하여 무작위 유무선 

전화조사 표집

2012. 9. 1 시민참여단 1차 예비회의
－시민참여단 출범식 및 OT
－2030 서울의 미래에 대한 브레인라이팅 등

2012. 9. 15 시민참여단 2차 예비회의
－분야별 서울이야기 강연
－서울의 주요이슈 도출

2012. 10. 6 ~ 7
(1박 2일 합숙)

시민참여단 본회의
－2030 서울의 미래상 설정 및 주요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시민제안서 작성

2012. 10. 8 시민제안서 전달식
－2030 미래상이 담긴 제안서 전달

(시민참여단 대표 → 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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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래상 설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참여단의 의의와 역할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이란 천만 시민을 대표하여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100명의 시민들을 말한다. 시민참여단은 ‘서울의 미래상은 서울 시민이 만

든다’ 는 취지하에 일반 시민으로만 구성된 서울시 최초의 시민계획 조직으로서 서울

특별시장이 직접 위촉하였다. 

시민참여단의 목적은 서울 시민이 직접 서울의 문제를 진단·발굴하고, 시민 스스로

가 원하는 서울의 미래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 공감대에 기반을 둔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의의이다. 

시민참여단은 2030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 

시민참여단은 2012년 9월 1일 출범식 이후 10월 8일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담은 제

안서를 시장에게 전달하기까지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다. 이

후에는 시민이 설정한 미래상과 계획과제가 제대로 실현되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

도록 계획의 주요 결과발표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작위 선정방식을 통해 100인의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참여단의 모집은 무작위 선정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성별, 연령별, 직업

별, 지역별로 골고루 분포하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했다. 연령은 20대~60대 이상까

지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직업은  대학생, 직장인, 기업인,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으로 분류하였다. 특수계층으로 60대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외국인을 포함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5대 권역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참여단 모집은 리서치 전문회사에서 담당하였다. 모두가 처음 시도하는 일이라 모집

시간, 비용, 참가의사 여부 등이 불확실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시도하였다. 특

히, 모집기간이 약 4주 또는 그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하였다. 그러나 시

민참여단 모집은 의외로 단기간에 완료되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희생을 요구

하는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울시민들이 기꺼이 참석 의사를 밝혀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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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 모집방식

－ 인원 : 서울시내 거주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인 

－ 기간 : 2012년 8월 7일 ~ 27일 (21일간) 

－ 표집방법 : 유무선 RDD 방식을 이용한 무작위 전화조사 표집

100인의 통계적 대표성을 위하여 성별, 연령, 직업, 지역적 안배를

고려하여 균형 있게 모집함.

－ 숙의방식의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랜덤 샘플링 방법을 적용

－ 장애인과 외국인은 서울시 관련부서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

모집결과를 보면, 남여 비율은 49:51로 거의 동일하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51

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이 12명으로 구성되었다.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39명으

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16명, 자영업자 14명, 대학생 13명으로 모집되었다. 특수

계층으로 어르신이 6명, 장애우 3명, 외국인 2명으로 구성되었다.

구분 소계
성별 일반계층 / 직업별 특수계층

남 여 대학생 직장인 기업인 자영업 주부 어르신 장애우 외국인

20대 20 9 11 13 5 　 　 　 　 　 2

30대 17 7 10 　 14 　 1 2 　 　 　

40대 26 15 11 　 8 6 6 5 　 1 　

50대 25 10 15 　 10 1 5 7 　 2 　

60대 이상 12 8 4 　 2 　 2 2 6 　 　

계 100 49 51 13 39 7 14 16 6 3 2

[표 2-6]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성별, 연령별, 직업 및 계층별 구성 

구분 소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도심권 동북1 동북2 서북권 서남1 서남2 서남3 동남1 동남2

20대 20 2 3 6 3 1 1 1 3

30대 17 1 3 5 3 2 3

40대 26 2 2 4 4 6 2 1 2 3

50대 25 3 2 4 2 3 1 1 3 6

60대 이상 12 1 3 3 1 4

계 100 9 13 22 12 10 5 6 8 15

[표 2-7]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지역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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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후의 주인공 청소년참여단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외에, 20년 후 서울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인 10대

들로 이루어진 청소년참여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서울의 장래 비전을 그려보도록 하

였다. 

청소년참여단은 입시 등 학생 신분에 따른 제한적 참여 가능성을 고려하여 무작위 방

식으로 모집하지 않고,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16명(남자 6

명, 여자 10명)의 청소년을 ‘서울플랜 청소년참여단’으로 위촉하였다. 

합의회의 진행 시 시민참여단과 청소년참여단을 함께 참여시켜 일반 어른들이 생각

하는 비전과 10대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비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다만,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과 청소년참여단 모집 과정이 다르므로 토론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어른들 의견에 희석되지 않고 청소년만

의 생각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별도의 분임조로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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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참여단 프로그램

2차례 예비회의와 1박 2일의 본회의

100인의 시민참여단 회의는 10명 단위 10개의 분임으로 나누어 분임별 워크숍 및 

숙의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회의는 두 차례의 예비회의와 한 차례의 본 회의로 총 3회

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본 회의는 1박 2일의 합숙으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청소년참여단(16명)도 시민참여단 숙의 프로그램에 따라 함께 참여하였다. 

두 차례의 예비회의 때는 8명씩 2개의 분임으로 나누어 논의하였고, 본회의 때는 참

여 인원수를 고려하여 1개의 분임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제1차 예비회의는 ‘비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시민참여단 출범식과 함께 진행되었

다. ‘서울의 주요변화와 전망’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단이 느

끼는 서울의 좋은 점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을 통

해 ‘2030 서울의 미래’에 대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제2차 예비회의 주제는 ‘이슈를 말하다’로 2030년까지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

한 문제를 정리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주요 핵심이슈를 도출하였다. 

본회의는 미래상 설정을 위한 마지막 과정으로 ‘비전과 이슈를 만들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 동안 논의된 이슈를 바탕으로 주요쟁점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핵심

이슈의 우선순위와 2030 서울의 미래상 및 주요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시민제안서 

형태로 작성하였다. 

숙의과정 일시 및 장소 주 요 내 용 참석인원

출범식 및
1차회의

9.1(토) 10~18:00
시청 13층 대회의실

“비전을 말하다”
출범식 (위촉장 수여)
브레인라이팅 / 내가 꿈꾸는 2030 서울의 미래

75명

2차회의
9.15(토) 10~18:00
시청 13층 대회의실

“이슈를 말하다”
브레인라이팅 분석결과 보고
2030년까지 서울이 풀어야 할 핵심과제 논의

74명

본회의
10.6(토)~10.7(일)
 서울시 인재개발원 

“비전과 이슈를 만들다” 
주요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 
핵심이슈 우선순위 설정, 2030 서울의 미래상 도출 
시민제안서 작성 / “시민이 꿈꾸는 서울의 미래” 

73명

전달식
기자회견

 10.8(월) 13:30
 서울시청 간담회장

 성과발표 및 전달
시민제안서 발표 및 전달식, 기자회견 

50명

[표 2-8]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숙의과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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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범식과 1차 예비회의

본격적인 시민참여단 활동의 시작을 알리다

2012년 9월 1일 시민참여단의 출범식을 겸하여 1차 예비회의가 개최되었다. 출범식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의 참석이었다. 시민참여단에게 참여 동기를 부여하

고 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시장이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고 

미래상 설정을 요청하였다. 

오전 개회식에는 시장의 시간 확보가 어려워 회의 종료시간에 30분 정도 일정을 확보

할 수 있었다. 오후에 인사말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성공이었다. 시민이 끝까지 

즐겁게 워크숍에 참여하고 마지막에 시장과 대화하고 사진촬영을 하면서 다음 회의

의 기대치를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오전에는 전체프로그램 설명과 기본계획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각종 주제를 발표하였

다. 점심식사 후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참여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하여 YMCA 

전문강사가 어색함 없애기(Ice-Breaking), 바람직한 토론방식 등을 강의하면서 즐

거운 시간을 가졌다.

출범식 및 1차 예비회의 : “비전을 말하다” 
2012/9/1(토) ｜ 서울시청 13층 대회의실

오전

09:40~10:00 20’ 참가자 등록 
10:00~10:10 10’ [개회식] 개회사

10:10~10:50 40’
[OT] 시민참여단 역할 및 진행방식
[서울이야기1]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10:50~11:00 10’ Coffee Break 

11:00~11:40 40’
[서울이야기2] 서울을 둘러싼 주요 변화 
[서울이야기3] 도시와 인간의 삶 

11:40~12:00 20’ Q&A (청중질의) 
12:00~13:00 60’ 점심식사

오후

진행 : 남부원 MP (한국YMCA 사무총장)
13:00~13:30 30’ Ice-Breaking (분임별) / 이필구_YMCA 사무국장

13:30~15:00 90’
[분임토의] 내가 느끼는 서울의 좋은점과 문제점 
2030년 서울의 바람직한 미래는?

15:00~15:30 30’ [문화공연] 
15:30~16:30 60’ [발표 및 종합토론] 분임별 발표 및 질의응답 

16:30~16:40 10’ “내가 꿈꾸는 2030 서울의 미래는  다.” 

16:40~16:50 10’ [총평] 남부원 MP 
16:50~17:00 10’ Coffee Break & 장내 정리

17:00~17:40 30’
[수여식] 위촉장 수여식 / 박원순_서울특별시장 
[인사말씀] 박원순_서울특별시장 / [기념촬영] 단체사진 촬영 

[표 2-9] 출범식 및 1차 예비회의 프로그램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백서 ❚  49

서울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서울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그룹별로 토의하고 

발표하게 하였다. 

시민참여단 토의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면,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문화 향유가 가능하고 

타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풍부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점, 세 번째로는 우수한 인

재 및 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림 2-7] 서울의 좋은 점 우선순위 결과 

시민이 느끼는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는 ‘높은 물가와 복잡하고 과밀한 도시

환경’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예산남용이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무분별한 개발 등

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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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서울의 문제점 

비전만들기 : 내가 꿈꾸는 서울의 미래는  다

1차 예비회의 마지막 순서로 ‘내가 꿈꾸는 2030 서울의 미래’에 대한 브레인라이팅

을 작성한 결과, 크게 8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우선 소프트한 측면의 4가지 핵심키워드를 소개하면 첫 번째 키워드는 조화, 공존, 

더불어 등으로 묶이는 ‘함께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가족, 친구, 이웃, 정(情)의 의미

를 담고 있는 ‘사람중심’, 세 번째는 꿈, 희망, 여유 등으로 종합되는 ‘행복’, 네 번째는 

공정, 평등, 차별없는 등의 단어로 엮을 수 있는 ‘공평’이었다.

다음으로 물리적인 도시환경과 관련된 하드한 측면의 4가지 핵심키워드를 소개하

면, 첫 번째 키워드는 한강, 공원녹지 등을 중시한 ‘자연환경보전’, 두 번째 키워드는 

깨끗한 거리, 교통혼잡이 없는 도로 등과 관련된 ‘도시환경개선’, 세 번째는 글로벌, 

경쟁력, 경제적 여유, 브랜드 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경제활력 유지’, 마지막으로는 

문화공간, 전통보전, 다양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력있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키워드를 토대로 시민들이 제안한 미래상을 종합해 보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와 “지속가능한 도시기반이 구축된 도시” 두 가지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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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브레인라이팅 키워드 종합 

2) 이슈를 만들기 위한 2차 회의

시민이 이슈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메뉴를 준비

두 번째 모임의 주요 목적은 서울의 주요 이슈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이슈는 지역과 

개인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야가 광범위하여 어디서

부터 시작할지 당황해 할 수도 있는 주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진은 2주간

의 준비기간 동안 이슈를 발굴하고 발표할 전문가를 섭외해야 했다. 

연구진은 서울의 대표적인 이슈로 기후변화, 산업과 일자리, 새로운 교통체계, 역사

문화를 포함한 서울의 매력, 주택정비와 주거지문제 등 5개의 주제를 선정하였다. 전

문가는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과 함께 토론하는 등 시민참여

단이 이슈를 정하는데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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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예비회의 : “이슈를 말하다”
2012/9/15(토) ｜ 서울시청 13층 대회의실

오전

09:40~10:00 20’ 참가자 등록 

10:00~10:45 45’
[Intro] 오늘의 일정 소개 / 남부원 MP
[조사보고] Brainwriting 분석 결과
[서울이야기4] 기후변화와 서울의 도시계획 

10:45~11:00 15’ Coffee Break

11:00~11:25 25’ [서울이야기5] 미래산업과 일자리 

11:25~11:50 25’ [서울이야기6] 서울 교통의 새로운 비전과 도시계획 

11:50~13:00 70’ 점심식사 

오후

13:00~13:25 25’ [서울이야기7] 서울의 매력 

13:25~13:50 25’ [서울이야기8] 서울의 주택과 주거지역 

13:50~14:00 10’ Coffee Break 

14:00~16:00 120’ [분임토의] 2030년까지 서울이 풀어야 할 핵심문제 

16:00~16:10 10’ Coffee Break 

16:10~16:40 30’ [문화공연] 

16:40~17:40 60’ [발표 및 종합토론] 분임별 발표 및 질의응답  

17:40~17:55 15’ [투표] 핵심과제(핵심이슈) 도출 

17:55~18:00 5’ [총평] 남부원 MP 

[표 2-10] 2차 예비회의 프로그램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서울의 이슈는?

시민참여단 10개 팀, 청소년참여단 2개 팀 등 총 12개 팀은 2030년까지 서울이 해결

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를 팀별로 3~5개를 선정하여 

제시하였다. 

각 팀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취합한 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들은 통합․조정하여 

최종 11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하였다. 11개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다시 시민참여단 

전원의 투표를 통해서 최종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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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이 설정한 11개 계획과제

 1. 복지 : 청년, 어린이, 어르신 등 약자를 배려한 복지 (28)

 2. 일자리 : 청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소기업 육성 (28)

 3. 교육 : 인성 교육 및 교육비 부담 (26)

 4. 역사문화자원 :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환경의 보전 (22)

 5. 기후변화 환경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전 (19)

 6. 재개발 : 실효성 있는 재개발/재건축 필요 (13)

 7. 소통 : 시민과의 소통 (13) 

 8. 상생 : 지역격차 극복을 위한 상생 도모 (11) 

 9. 교통 : 공공교통 및 걷고 싶은 거리 (10) 

 10. 물가안정 (10) 

 11. 주택공급 : 다양하고 충분한 주택공급 (8) 

청소년참여단이 설정한 7개 계획과제

 1. 차이(격차)와 불균형의 극복 (6)

 2. 힐링 스페이스(정서적 치유공간, 청소년 공간)의 부족 (6)

 3. 눈 가리고 아웅은 그만 :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 (5)

 4. 녹색의 기억과 기약 : 녹색공간과 환경을 고려한 질 높은 디자인 (2)

 5. 장애인을 위한 행정적, 물리적 지원 (교육부터 일자리까지) (1)

 6. 종로, 강남 등 도심지역의 혼잡 완화 정책 필요 (1)

 ※ (  ) : 전자투표에 의한 득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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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전과 이슈를 결정한 1박 2일의 본회의

찬반토론으로 시민과 함께 고민하다

본 회의에서는 지난 두 번의 예비회의에서 토론했던 비전과 이슈를 정리하고 숙의하

여 최종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쟁이 필요했다. 논쟁주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개발과 

보존, 환경보전과 경제성장 등 3개의 분야로 확정했다.

복지, 개발, 환경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논쟁거리이며, 앞으로도 중요

하게 대두될 이슈이다. 또한 최근의 여건변화에 따라 복지만 해도 다양한 관점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경관과 역사보전의 요구가 점점 커지면서 과거와 같이 도시

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또한 환경운동이 진화하

면서 기후변화와 저탄소문제까지로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

제성장에 대한 필요성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특정 이슈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시민참여단에게 경험하게 하여 교육

적 효과를 추구하였다. 

첫째 날 오전프로그램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를 대변하는 두 전문가가 각각 필

요성을 설명하고 서로 논쟁을 유도하였다. 두 번째 주제는 여전히 서울시에서는 합리

적인 좋은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이제는 더 이상 역사문화와 경관이 개발로 피해

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논점이 팽팽하게 맞서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보전

과 경제성장에 관한 찬반토론을 기획하였다. 

오후 프로그램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오전에 진행한 찬반토론의 세 가지 주제를 숙의

를 통해 주요이슈를 도출하였다. 

두 번째 날은 그동안 논의되었던 미래상과 부문별 쟁점을 최종 숙의하여 결정하고, 

최종 확정된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제안서 형태로 작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미래상과 계획과제 확정 이후 팀별 대표 10인이 MP단, 퍼실리테이터의 도움을 받아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과정을 거쳤다. 시민대표는 팀 대표 10명 중에

서 2명을 선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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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1일차) :“비전과 이슈를 만들다” 
2012/10/6(토) ｜ 서울시 인재개발원 창의관 5층 인재홀

오
전

10:00~10:10 10’ [Intro] 오늘의 일정 소개 

10:10~10:55 45’
[이슈1 찬반토론]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 선별적 복지｜오혜경 _ 가톨릭대학교 교수
 ∙ 보편적 복지｜신용규 _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10:55~11:40 45’
[이슈2 찬반토론] 개발/초고층 vs 역사문화․경관보전 
 ∙ 개발/초고층｜정창무 _ 서울대학교 교수
 ∙ 역사문화․경관보전｜정  석 _ 가천대학교 교수

11:50~12:35 45’
[이슈3 찬반토론] 경제성장 ․ 삶의질 vs 기후변화대응  
 ∙ 경제성장․삶의질｜장재학 _ 에너지관리공단 팀장
 ∙ 기후변화․저탄소｜윤용상 _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12:35~13:30 55’ 점심식사 (다솜관)

오
후

13:30~14:00 30’ [시민강좌] 마을만들기와 시민의식 / 김은희 _ 도시연대 
14:00~14:20 20’ [문화공연] 시민참여단 이래형님 마술공연
14:20~15:20 60’ [숙의1] 복지 / 일자리 
15:20~16:20 60’ [숙의2] 역사문화․경관 / 개발․도시정비
16:30~17:30 60’ [숙의3] 경제성장 / 기후변화
17:30~18:30 60’ [숙의4] 자유토론 (기타 이슈)
18:30~19:20 50’ 저녁식사 (다솜관) 

저
녁

19:20~20:20 60’ [레크리에이션] 오카리나 연주 / 안영진_시민참여단
20:20~21:20 [발표 및 종합토론] 이슈별 주요과제 

본회의 (2일차)
2012/10/6(토) ｜ 서울시 인재개발원 창의관 5층 인재홀

09:00~10:00 60’ [투표] 핵심이슈 우선순위 및 핵심이슈별 방향 설정 
10:00~12:00 120’ [숙의5] 2030 서울의 미래상

중식 12:00~13:00 60’ 점심식사(다솜관) 

오후

13:00~14:00 60’ [발표 및 종합토론] 2030 서울의 미래상 
14:00~14:30 30’ [투표] 2030 서울 미래상 설정
14:30~14:40 10’ [종합정리] 권원용 MP _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14:40~14:40 [시민제안서 작성] “서울 아젠다 2030” 

[표 2-11] 본회의 프로그램

[그림 2-10] 시민참여단의 미래상 및 계획과제 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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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제안한 서울의 미래상과 이슈

시민참여단 각 팀별로 1개씩 총 10개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팀별 발표와 토론을 거

쳐 최종투표를 실시한 결과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가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안에 대하여 시민참여의 정신을 강조하기 위하여 행복한 ‘시민도시’로 수정하는 

것을 권원용 총괄MP가 제안하였고, 이것을 전체 참여단과 협의하여 서울의 미래상

은 최종적으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로 결정되었다.

미래상 1차투표 2차투표

1. 서울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다 24 29

2. 2030년 서울은 “나무다” 24 24

3. 서울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도시”다 24 14

4. 세계화,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며, 서울의 역사,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 23 -

5. 살고 싶은 문화도시 23 -

6. 옛것과 새것, 사람과 환경,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울 21 -

7. 조화로운 어울림 속에 모두가 행복한 도시 21 -

8. 서울은 문화가 넘치는 안정된 도시다 13 -

9. 모두가 공감하는 복합기능도시 13 -

10. 세계인이 찾고 싶은 멋스럽고 푸르른 행복한 서울 12 -

[표 2-12] 시민참여단 10개 팀이 제시한 서울의 미래상

미래상을 실현할 계획과제는 총 7개가 선정되었다. 교육, 복지, 일자리가 상위에 선

정되었다. 기존에는 주로 도시개발, 중심지, 교통계획 등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다루

었다. 시민이 선정한 과제를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일상의 생활이슈가 중요하게 다루

어 진 것을 볼 수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

획의 성격과 구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계획과제 투표결과

1. 교육 : 인성교육 확대 및 교육비 부담 해소  48

2. 복지 : 청년, 어린이, 어르신 등 약자를 배려한 복지 확대 46

3. 일자리 : 청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소기업 육성 42

4. 소통 :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32

5. 역사문화·경관 : 역사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전 21

6. 기후변화·환경 :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전 18

7. 도시개발 및 정비 : 실효성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소단위 정비 추진 17

[표 2-13] 시민참여단 10개 팀이 제시한 계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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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은 바로 “당신”이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서울은 수많은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과 노인 

모두는 각자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

고 있다. 이러한 시민 한 명 한 명이 모여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거대도시인 서울을 이루고 있

으며, 이는 곧 서울이 모든 시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맑고 깨끗한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푸른 강을 이루듯,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생

활하는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이 모여 우리를 닮

은 서울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이에 책임감

과 자긍심을 가지고 서울을 살아가는 있는 “당

신”!! 바로 “당신”이 서울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서울의 계획과제

- 발전하는 서울

- 빈부 격차를 해소하는 경제성장

- 서울만의 문화산업 활성화

- 함께하는 서울 : 역사‧ 문화재와 함께하고, 환경과 함께하고, 모두와 함께하는 서울

[청소년참여단이 제시한 미래상과 계획과제 요약]

청소년이 바라는 서울의 미래와 과제는?

청소년참여단도 시민참여단과 동일한 방식과 과정을 거쳐 2030 서울의 미래상과 계

획과제를 제시하였다. 청소년참여단이 제시한 서울의 미래상은 “2030 서울은 바로 

당신이다” 이다. 이는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서울시민 한명 한

명이 서울의 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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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의 미래상 전달식

시민이 직접 제안한 미래상을 시장에게 전달하다

2012년 10월 8일 오후 1시30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는 그 전날 1박 2일의 본회의

를 마치고 미래상 등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한 시민참여단이 모였다. 평일인데도 불구

하고 50여명의 참여단이 들뜬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시민참여단의 남녀 대표 두 분

은 낭독서를 준비하면서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민참여단이 숙의회의를 통하여 도출한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담은 

제안서는 서울시장에게 전달되었고, 서울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미래상을 도

시기본계획의 미래상으로 설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렇게 하여 서울 도시기본계획 최초로 시민이 직접 제안한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

복한 시민도시”가 서울의 미래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왜 제안서라고 했을까?

시민참여단이 제안하는 미래상의 채택여부를 두고 사전 기획단계에서부터 논쟁이 많았다. 

미래상이 기본계획의 성격과 부합하지 않거나 또는 승인권자인 시장의 철학과 맞지 않을 경

우 등을 고려하여 시민참여단이 시장에게 미래상 등을 제안하는 형식으로 결정하였다. 시민

참여단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공지하여 제안서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전달하였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가 원탁회의 운영

MP단은 시민참여단 제안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3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들

을 대상으로 별도의 미래상 선정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였다. 

1차 회의는 8월 27일 개최되었으며 미래상 키워드 도출을 위한 원탁회의를 진행하였다. 

최종 결정을 위한 2차 회의는 9월 22일 개최되었으며 ‘더불어 함께 사는 품격도시’, ‘꿈

과 배려가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등 3개의 미래상을 제

시하였다. 

시민참여단의 미래상이 채택되어 전문가가 제안한 미래상은 참고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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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 서울의 새로운 미래상이 되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 미래상은 즉시 공표되었다. 미래상은 서울플

랜의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계획 등의 가치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이정표 역할을 하

게 되었다. 

특히, 시장이 기자설명회를 통해 선언함으로써, 기존의 미래상과는 다른 정합성과 지

속가능성을 보장받게 되면서 이후 수립되는 핵심이슈별 계획, 공간구조 계획, 권역별 

구상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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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서울형 전략계획인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

핵심이슈별 계획은 서울시 전체 실․국․본부의 행정분야를 융합하여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시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전략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

고 있는 특정주제 중심의 계획을 서울의 특성에 맞게 구성한 서울형 주제계획이다.

핵심이슈별 계획은 총괄조정분과와 5개의 핵심이슈분과(복지․교육․여성, 산업·일자리, 역사·문화, 

환경․에너지․안전, 도시공간․교통․정비)에서 수립되었다. 각 분과는 시민, 전문가, 시의원, 관련 실․
국․본부 공무원, 서울연구원 연구진 등 각 분과별 20~30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되며, 총 108명

이 참여하였다.

핵심이슈별 계획의 내용은 핵심이슈별 계획방향, 주요지표, 목표와 전략 등으로 구성된다. 계획수

립을 위해 약 10개월 동안 분과별로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핵심이슈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한 목표와 전략을 도출하였다. 

각 분과 간의 협의 및 조율은 총괄조정분과에서 수행하였으며, 시민참여단의 의견수렴을 위해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개최하였다.

 [주요 추진경과]

일   시 주요 프로그램 비   고

2012. 11. 19 1차 전체회의 개최
- 서울플랜 수립추진위원회 향후 계획 및 방향 

논의

2012. 11 ~ 2013. 6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을 위한 

분과운영
- 각 분과별로 10여회 회의개최
- 핵심이슈, 목표, 전략 수립

2013. 2. 21 2차 전체회의 개최 - 분과별 중간보고 및 핵심이슈 등 검토

2013. 7 ~ 8 핵심이슈별 계획(안) 작성 - 분과별로 작성 → 총괄조정분과에서 통합․조정

2013. 9. 25 3차 전체회의 개최
- 서울플랜(안) 전달 
  (추진위원회→서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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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방식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계획과제를 기초로 하여 핵심이슈 분과를 구성

핵심이슈별 계획은 100인의 시민참여단에 의해 제안된 미래상과 계획과제에 기반을 

두고 수립되었다. 시민참여단이 미래상과 함께 제안한 2030년 서울이 해결해야 할  

 7대 계획과제에 대해 총괄조정분과의 조율을 거쳐 5개의 분과로 구성하였다.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7대 계획과제는 ‘인성교육 및 교육비 부담’(교육), ‘청년, 어린

이, 어르신 등 약자를 배려한 복지’(복지), ‘청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소기

업 육성’(일자리, 산업), ‘시민과의 소통’(계획 전반), ‘역사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전’

(역사, 경관),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보전’(환경), ‘실효성 있는 정비사업 추진과 소단

위 정비 추진’(도시정비) 등이었다. 

시민참여단이 제시한 7대 계획과제와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필수적인 분야를 고려하

여 복지․교육․여성, 산업·일자리, 역사·문화, 환경․에너지․안전, 도시공간․교통․정비 등 

5개 핵심이슈 분과와 계획 전반을 통합․조율하는 총괄조정분과로 구성된 「2030 서울

플랜 수립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그림 2-11] 시민참여단이 선정한 계획과제와 핵심이슈분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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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전문가, 시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 참여

핵심이슈별 계획은 총괄조정분과와 5개의 핵심이슈분과에서 수립하였다. 총괄조정

분과는 총괄 MP(1인)와 분과 MP(5인), 시의원,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서울

연구원 연구진으로 구성되었다. 핵심이슈분과는 시민, 전문가, 시의원, 관련 실․국․본
부 공무원, 서울연구원 연구진 등 각 분과별 20~30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 참여인원 비 고

서울플랜 시민위원 6명 내외 총 30명

전문가 6명 내외 총 33명

시 / 시의원 4~7인 내외
시의원

분과별 2명 내외

서울연구원 1~2명 관련 분야 연구위원

[표 2-14] 분과별 참여진 구성

서울플랜 시민위원 공개모집

핵심이슈계획 수립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이루어졌다. 핵심이슈별 계획

에 참여하는 시민위원은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개 모집 방식으로 선정하

였다.

시민위원의 모집규모는 5개 분과의 6개 분야(어르신/장애인/기업․산업인/근로자/

여성/청소년․대학생)별로 1명씩 선정하여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응모자격은 1개 이상 관련 법인․단체 또는 10명 이상 관련 개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였으며, 공개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하였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 MP단이 추

천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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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시민위원 모집공고 및 참가 신청서

분야별 전문가, 서울시 전 실․국․본부, 서울연구원이 적극 참여

분야별 전문가는 기존의 전문가자문단에게 희망하는 분과를 신청 받아 구성하였고,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의 관련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시의원은 서울시 의회에 적임자 추천을 의뢰받아 선정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업무상 

관련 있는 분과의 실․국․본부장이 직접 참여하고, 서울시 전 실․국․본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하였다.

분과별 MP는 총괄 MP(권원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와 서울시가 협의하여 분과 전

문가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정하였다.

분  과 참여 실･본부･국 주관부서

총괄조정 기획조정실, 도시계획국 기획조정실(기획담당관)

복지･교육･여성 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교육협력국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산업･일자리 경제진흥실,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정보화기획단, 도시계획국 경제진흥실(경제정책과)

역사･문화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도시교통본부 문화관광디자인본부(문화정책과)

환경･에너지･안전 기후환경본부, 도시안전실, 공원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기후환경본부(환경정책과)

도시공간･교통･정비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도시교통본부, 공원녹지국, 
한강사업본부, 서울혁신기획관

도시계획국(도시계획과)

[표 2-15] 분과별 서울시 관련 부서 참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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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 주도로 시민, 시의원, 전문가, 행정의 협력적 계획 수립

핵심이슈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최초로 MP제를 도입하였다. 즉, MP 주도로 시민, 

시의원, 전문가, 행정이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MP는 계획수립 전반에 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총괄 MP와 분과별로 회

의를 주관하고 핵심이슈별 계획안 작성을 담당하는 분과 MP로 구분된다. 총괄 MP

와 분과 MP는 분과별 회의 주관, 핵심이슈별 계획(안) 작성 등 대내외적으로 계획수

립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림 2-13] 서울플랜 MP단

권원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중앙 상단, 이하 시계방향), 김영수 산업연구원 팀장, 최막중 서울대 교수,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김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허선 순천향대 교수 

학계, 시민단체, 서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분과별 전문가들은 계획의 방향 및 구체

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계획안 작성과정에 참여하였다. 특히, 서울연구원은 분과

별 연구간사로 참여하면서 관련 자료 검토 및 분석을 담당하고, MP단이 작성한 계획

(안)을 토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시민위원은 계획안 작성과정 보다는 어르신․장애인․여성․근로자․기업인․청소년 등 주

요 분야․계층 대표의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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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은 서울시민 전체의 입장에서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정방향과 연계하

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울시의 각 부서들은 소관 분야의 중장기 계획 등을 서울플랜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핵

심이슈별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시책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

였다. 

서울플랜은 서울시 전 실․국․본부가 참여하는 계획으로 각 분과별로 여러 부서가 연관

되어 있었다. 따라서 각 분과별로 주관부서를 정하고 주관부서는 분과회의 준비, 진

행, 결과 정리 등의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   분 주   요   역   할 비고

MP
(Master Planner)

총괄 MP : 종합적 시각에서 계획안 작성방향 총괄 조정
            전체 계획안 작성 최종 책임
분과 MP : 분과회의 주관, 분야별 계획안 골격 설정
            및 초안 작성
 ※ 서울연구원은 총괄MP 및 분과MP의 계획안 작성 협력･지원

총괄MP
  :권원용(서울시립대 명예교수)

복지․교육․여성분과 MP 
  :허선(순천향대 교수)

산업․일자리분과 MP
  :김영수 산업연구원 팀장

역사․문화분과 MP
  :김기호(서울시립대 교수)

환경․에너지․안전분과 MP
  :윤명오(서울시립대 교수)

도시공간･교통･정비분과 MP
  :최막중(서울대 교수)

전문가 계획 방향 및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시 학계, 시민단체

서울플랜 시민위원
어르신･장애인･여성･근로자･기업인･청소년 등 주요 분야･계층 

대표의 입장에서 의견 제시
분야별/계층별 총 30명

서울시, 시의원

서울시  : 관련 실･본부･국장
  - 소관 분야 중장기계획 검토하여 미래상 및 전체 계획안과의 

연계 검토
  - 시정방향에 부합하는 추진전략(안) 검토･제시
시의원 : 분과별 2인 내외

분과별 주관 실･본부･국은
MP활동 및 회의 지원

서울연구원
분과별 연구간사로 참여, 자료 검토･분석
MP단이 작성한 계획(안)을 토대로 최종 계획(안) 작성

분야별 연구위원 참여 

[표 2-16]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주체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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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과정

MP에게 분과운영 자율성과 계획안 수립 권한을 부여

2011년 11월 19일 분과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계획안 수립 작업에 들어가 

2012년 6월 공식 종료되었다. 그러나 공식종료 이후에도 계획안 수정․보완을 위한 

작업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는 그 해 9월까지 운영되었다.

핵심이슈분과의 역할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와 세부전략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각 분과 MP 책임 하에 월 2회 내외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각 분과별로 1개

의 핵심이슈를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 세부전략 등을 담은 계획안을 수

립하도록 하였다.

각 분과별로 작성된 계획안은 총괄조정분과에서 최종적으로 통합 및 조율과정을 거

쳤다. 목표와 전략의 우선순위 및 유사․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정하여 총괄 MP 주

도로 전체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분과별로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최종 계획안 마련

핵심이슈별 목표와 전략 등은 각 분과별로 약 10여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분

과별 회의방식은 분과 MP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존 계획안 검토’,  

‘핵심이슈, 목표, 전략 선정’, ‘분과별 계획안 마련’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기존 계획안 검토’ 단계에서는 해당 분과와 관련된 기존 2030 서울 도시기

본계획(안)에 대한 소개를 통하여 기존 계획의 보완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시민참

여단이 작성한  ‘시민제안서’ 내용을 소개하여 2030 서울의 미래상과 해당 분과의 과

제를 공유하였다. 서울시 관련 실․국․본부에서는 계획안 마련에 있어 참고해야 하는 

부문별 중장기계획을 소개하여 관련 계획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였다.

두 번째, ‘핵심이슈, 목표, 전략 선정’ 단계에서는 분야별 미래 서울의 쟁점, 과제 등에 

대한 토의를 통해 핵심이슈와 목표․전략 등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분과 내 전문가 

외에도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미래 서울이 직면할 쟁점 등에 대한 대응방향을 발표

하고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분과별로 도출된 핵심이슈, 목표, 전략 등은 

총괄조정분과에서 통합하여 분과별 MP와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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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분과별 계획안 마련’ 단계에서는 분과별로 각각의 목표와 전략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한 소모임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다. 논의 결과를 종합하여 

분과 MP 책임 하에 분과별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작성된 분과별 계획안은 총괄조정분과에서 통합하여 MP단의 협의․조율을 통해 목

표, 전략 내용 등의 중복․유사성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등을 거쳐 최종 계획안을 마련

하였다. 

기존 계획안 검토  핵심이슈․목표․전략 선정
  분과별 계획안 작성

실･본부･국 중장기 계획, 
“기존 2030 계획안” 등

시민참여단, 전문가, 실국본부 의견 
종합 고려

분과 MP가 작성 책임
(서울연구원 연구간사 지원)

[그림 2-14]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과정

전체회의를 통한 계획방향 및 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핵심이슈별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모든 분과위원 수는 약 100여 명으로 모든 분과원

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과별로 작성되는 

계획안에 대한 협의․조정을 위해서 3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1차 전체회의(2012년 11월 19일 개최)는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의 공식

적인 출범과 분과위원들의 상견례를 겸하는 자리였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서는 

총괄분과에서 그 동안의 추진경과와 서울플랜의 의의‧ 성격‧편제 등을 설명하고, 이후 

각 분과별 모임을 통해 향후 회의 일정 및 운영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2차 전체회의(2013년 2월 21일 개최)는 핵심이슈별 계획에 참여한 분과위원들 외에 

미래상 설정에 참여했던 시민참여단 30여명을 초대하였다. 그 동안 분과별로 논의된 

핵심이슈․목표․전략(안)에 대해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분과원들과 내

용적으로 공유하고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 전체회의(2013년 9월 25일 개최)는 2030 서울플랜(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2030 서울플랜에 참여했던 구성원 모두가 계획안을 최종 점검하고, 계획안을 

시장에게 전달하는 자리였다. 총괄분과에서는 미래상, 핵심이슈별 계획 등을 담은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해 설명하고, 계획안을 시장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계획에  

참여한 분과원들이 계획과정에 대한 소회를 발표하는 시간을 끝으로 2030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의 공식 활동을 마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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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활권 계획(권역별 구상) 수립

생활권계획(권역별 구상)은 서울시를 5개 권역(도심생활권, 동북생활권, 서북생활권, 서남생활권, 

동남생활권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권역의 자연적·물리적·지역주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서울플랜의 주요내용을 권역단위로 구체화하고 종합화하는 계획이다.

생활권계획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서울의 지역 간 불균형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생활권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전략적인 공공투자와 중점정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려갈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수립

된다.

이번 서울플랜에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다양한 생활개선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자치구 

주민대표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과 서울시 및 자치구별 관련 사업/계획 등의 조

사, 자치구 건의사항 검토 등을 통해 권역별 주요 이슈를 도출하였다.

자치구 및 지역주민에 의해 제시된 권역별 주요 이슈를 토대로 권역별 발전방향과 중심지·일자

리, 주거지, 교통체계, 생활기반, 지역특화발전 등 5개 분야별 계획과제를 도출하여 권역별 구상

(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권역별 구상(안)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워크숍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

렴하고, 서울시 관련 실․국․본부 검토 등을 통해 최종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추진경과]

일   시 주요 프로그램 비   고

2013. 3. 18 권역별 구상을 위한 사전 워크숍(1차) 자치구 공무원/주민 150인

2013. 4~6 권역별 구상(안) 작성
권역별 구상 워크숍(1차) 결과를 반영하여 
초안작성

2013. 7.15~17 권역별 구상 워크숍(2차)
자치구별 공무원 3인(총 75인)
권역별 5회 개최

2013. 7.18~7.30
자치구별 주요 사업/계획 조사 및 
권역별 구상(안)에 대한 추가 의견수렴

권역별 구상 워크숍(2차) 이후 
자치구별 서면제출

2013. 8~10
서울시 관련 실․국․본부 의견수렴 및 
최종(안) 작성

권역별구상(안)에 대한 관련 실국 검토 후 
최종(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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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역별 구상 1차 워크숍

1) 개최목적 및 방식

권역별 구상(안) 마련을 위한 자치구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권역별 구상은 서울플랜의 주요내용을 권역단위로 구체화하고 권역별 특성과 주민

의 다양한 생활개선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수립된다. 따라서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기존의 권역별 구상수립 과정에서는 계획안이 마련된 이후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

로 서면형태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따라서 계획안 수립 이전

단계부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미흡하였다. 

2030 서울플랜에서는 권역별 구상(안) 마련에 앞서 자치구 주민대표와 자치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구/권역별 현안 및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을 통해 권

역별 주요이슈와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였다. 

구 분 주 요 내 용

일시/장소

- 일시 : 2013년 3월 18일 (월),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하루에 개최
       ․ 자치구 공무원 : 08:40~12:00, 자치구 주민대표 : 13:40~17: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신청사) 8층 다목적 홀

참석대상
- 자치구 공무원 75명(자치구별 도시계획과장 1인, 자치구별 현안부서 담당 과장 2인)

- 자치구 주민대표 75명(통장,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자치구별 3명 추천)

진행방식

- 자치구별 주요이슈, 발전방향 등에 대한 질문지 사전 배포 및 회수 

- 권역구상을 위한 자치구별 현안,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토론

- 주민에게 익숙한 카드, 포스트잇을 활용한 권역별 주요 이슈 및 발전방향 도출

[표 2-17] 권역별구상 1차 워크숍 개요

참여대상 및 선정방식: 지역주민 및 자치구 공무원 150인이 직접 참여

권역별 구상(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은 2013년 3월 18일 하루 동안 오전과 오후로 구

분하여 서울시청(다목적홀)에서 개최되었다. 오전시간대에는 자치구별로 담당 공무

원 3인(자치구별 도시계획과장 1인, 현안부서 담당 과장 2인) 총 75인을 대상으로 하

였다. 오후 시간대에는 자치구별 주민대표 3인 총 75인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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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주민대표 3인은 주민자치위원, 통장을 대상으로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 확

정하였다.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권역별 구상 수립을 위한 무작위 또는 공모방식으로 

주민참여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되었다. 그러나 서울플랜 수립을 위한 시간적, 재

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과 현안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가장 높은 주민

자치위원, 통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워크숍 사전준비 

전문가의 협조를 구하다.

제한된 시간 동안 가장 효과적인 워크숍 진행을 위해 주민참여 프로그램 진행의 경험

이 풍부한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이하 도시연대)」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

구센터장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도시연대 실무진(김은희 센터장 외 5인)과 조구성 

방식, 회의진행 및 토론방식 등을 논의하였다.

조구성 방식은 5대 권역을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의 경우 자

치구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권역 내에서도 지역특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중생활권 단

위로 구분하여 총 9개조(동북권 2개조, 서남권 3개조, 동남권 2개로 세분)로 구성하

였다.

구분 자치구
참석대상자

자치구 공무원 주민대표

1조 도심권 종로, 중구, 용산 9명 9명

2조 동
북
권

동북1 동대문, 성동, 광진, 중랑 12명 12명

3조 동북2 성북, 강북, 도봉, 노원 12명 12명

4조 서북권 은평, 서대문, 마포 9명 9명

5조 서
남
권

서남1 강서, 양천 6명 6명

6조 서남2 구로, 금천, 영등포 9명 9명

7조 서남3 동작, 관악 6명 6명

8조 동
남
권

동남1 서초, 강남 6명 6명

9조 동남2 송파, 강동 6명 6명

총 9개조 총 75명 총 75명

[표 2-18] 권역구상을 위한 워크숍 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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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방식은 자치구 공무원, 주민대표 모두 분임별 토론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다만 토

론주제를 달리하여 공무원의 경우 권역차원의 협력사항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주민

대표의 경우 자치구 또는 권역차원에서의 개선과제 중심으로 토론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유는 권역별 구상 수립에서 있어 공무원의 경우 실질적인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

에 자치구 간의 협의 조율이 가장 중요하고, 주민대표의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서 지역 내 문제와 개선과제 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토론 진행은 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센터장이 맡았고, 도시연대 5명의 실무진과 

서울연구원 연구진이 각 조별 퍼실리테이터(회의진행 도우미)을 담당하였다. 

[그림 2-15] 위크숍 진행(김은희 도시연대 정책연구

센터장)

[그림 2-16] 조별 토론진행(회의진행 도우미)

효율적인 워크숍 진행을 위한 사전 질문배포 및 회수

워크숍이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압축적인 회

의가 진행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워크숍 분임토의 시 사전자료로 활

용하고, 참석 대상자들이 해당 자치구 및 권역에 대한 이슈와 발전방향을 미리 생각

해 볼 수 있도록 사전질문지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사전질문지는 자치구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구분하여 작성하였다. 2030 서울플랜의 

핵심이슈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복지․교육․여성, 산업․일자리, 역사․문화, 환경․안
전, 도시공간․정비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자치구별 주요이슈와 개선 및 발전방향을 

공통질문으로 하였다. 공무원의 경우 공간구조와 권역차원의 협력사항 등을 추가적

으로 질문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사전질문지는 공무원의 경우 워크숍 개최 이전에 회수한 뒤, 서울연구

원에서 회의용 자료로 정리하여 당일 워크숍 자료로 제공하였다. 주민대표 사전질문

지는 워크숍 개최 당일 회수하여 계획안 작성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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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 워크숍 사전질문 양식(좌: 자치구 공무원, 우: 주민대표)

3) 자치구 공무원/주민대표 워크숍 

자치구 공무원 워크숍: 권역별 협력사항 찾기(카드 옮겨 붙이기)

자치구 공무원 워크숍은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치구 공무원 워크숍의 주요목

적은 권역별로 공통이슈를 발굴하여 자치구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사전질문을 통해 취합된 자치구별 의견들을 각 분야별로 다른 색지 카드로 

작성하여 준비하였다. 진행방식은 ① 준비된 카드를 각 분야별로 해당란에 붙여놓고  

② 권역별 공통분야를 찾아서 옮겨 붙이면서 자연스럽게 권역별 공통이슈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이렇게 도출된 공통이슈를 중심으로 장애요인 및 협력방안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 후 해당 조별로 발표자를 선정하여 권역별 공통이슈와 협력방안에 대해 발표함

으로써 다른 조들과 토론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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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프로그램 진행방식

9:40~9:50 오리엔테이션 ․ PPT를 활용하여 전체 진행방법에 대한 소개

9:50~10:00 조별 이슈정리 ․ 자치구별 준비된 카드를 이슈별로 전지에 부착

10:00~10:50 권역별 공통 이슈 정리

․ 표1의 카드를 표2의 전지로 옮겨 부착
   : 권역별 공통분야 찾아서 옮기기
․ 가장 많은 공통이슈를 중심으로 장애요인 및 해결방안 토의 
․ 토의한 내용을 카드에 기입해서 부착

10:50~11:10 휴식 및 발표내용 정리
․ 공통부분을 중심으로 발표
․ 발표자 선정하여 내용 정리

11:10~11:30 발표 ․ 필요시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및 협력방안 제시

[표 2-19] 자치구 공무원 워크숍 프로그램

[그림 2-18] 조별 분야별 이슈정리(①) [그림 2-19] 권역별 공통이슈 및 협력방안 도출(②, ③)

자치구 주민대표 워크숍: 자치구/권역별 개선과제 찾기(포스트잇 붙이기)

자치구 주민대표 워크숍 또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주민대표 워크숍의 주요

목적은 자치구/권역별로 분야별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것이었다.

진행방식은 해당 자치구 및 권역에 대한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우리구/권

역은 ○○○이 해결되면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라는 주제를 제시하였다. 주민 1

인당 3장의 포스트잇을 제공하고 제시된 주제에 대한 의견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이

후 기입된 포스트잇 내용을 바탕으로 같은 조 주민대표들과 토론을 통해 해당 분야의 

전지에 포스트잇을 부착하면서 자연스럽게 권역별 주요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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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해당 조별로 발표자를 선정하여 권역별 주요 개선과제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였

다. 조별 발표 후 1인당 한 장의 포스트잇을 추가로 제공하여 다른 조에서 발표한 개

선과제 중에서 우리 구 또는 권역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을 추가로 적어 붙일 수 있도

록 하였다. 일명 “의견 빌려오기”라는 과정을 통해 권역별 개선과제를 보완할 수 있도

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진행측은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각 조별 분야별 관심도를 그래프로 작성

하여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워크숍을 마무리 하였다. 

시 간 내용 방법

2:40~3:00 오리엔테이션 ․ PPT를 활용하여 전체 진행방법에 대한 소개

3:00~4:10 구상안 정리

․ 1 인당 3장의 포스트 잇 제공
   : 포스트잇에 기입 “우리 구는 00이 해결되면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다” 

․ 전지에 이슈항목별 구분하여 부착
  : 함께 토론하면서 부착
  : 구분이 애매한 사항이더라도 주민이 스스로 해결

․ 조별발표
  : 가장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발표

4:10~4:35
휴식 및 다른 조 
의견 빌려오기

․ 다른조 의견 둘러보고 필요한 내용 탐색
․ 포스트잇에 1인당 한장씩 기입 / 부착
․ 총계 및 합계 정리

4:35~4:50 마무리 ․ 각 조의 이슈별 관심도를 그래프로 보여주기

[표 2-20] 주민워크숍 프로그램

[그림 2-20] 권역별 주요 개선과제 결과 [그림 2-21] 조별 분야별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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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반영: 자치구 및 주민대표 워크숍 결과 등을 반영하여 권역별 구상(안) 마련

자치구 및 주민대표 워크숍은 권역별 구상 수립 초기부터 자치구 및 지역주민의 의견

을 듣고 반영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워크숍을 통해 도출된 권역별 주요 이슈와 개

선과제는 권역별 구상(안)을 수립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2030 서울플랜에서의 권역별 구상(안)은 기존 2030 도시기본계획(안)의 권역별 구상

의 주요내용과 자치구 및 주민대표 워크숍 결과를 중심지·일자리, 주거지, 교통체계, 

생활기반, 지역특화발전 등 5개 분야별 계획과제로 분류하여 반영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의견 가운데 권역차원에서 자치구간에 공동대응 및 협력이 필

요한 정책/계획/사업 등과 서울플랜의 핵심이슈별 계획 및 공간계획과 부합하는 자

치구별 주요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권역별 구상(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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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구상 2차 워크숍

개최목적 및 참여대상: 권역별 구상(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 수렴

주민대표와 자치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워크숍 결과를 반영하여 권역별 구상

(안)을 마련하였다. 2차 권역별 구상 워크숍은 권역별 구상(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차 워크숍은 2013년 7월 15~7월 17일까지 3일에 걸쳐 총 5회 개최되었다. 2차워

크숍은 5대 권역별로 개최되었다. 이는 권역별 구상(안)에 대한 각 권역별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권역별 발전방향, 분야별 계획과제 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함

이었다. 

참석대상은 자치구별로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관련 과장/실무자 등 3인으로 하였

다. 권역별 구상의 5개 분야의 전반을 담당하는 도시계획과장은 필수적으로 참석하

도록 하였다. 그 외 자치구별 중점 추진사업 또는 계획을 담당하는 과장 또는 실무자

도 함께 참석하게 하였다. 

권역(대생활권) 참석인원(총 75인) 일 시 장소

도심권
(종로,중구,용산)

9인 7.15(월) 10:00 서울시청(신청사)

동북권
(동대문,성동,광진,중랑,
성북,강북,도봉,노원)

27인 7.15(월) 14:00 서울시청(신청사)

서북권
(은평,서대문,마포)

9인 7.16(화) 14:00 서울시청(신청사)

서남권
(강서,양천,구로,금천,

영등포,동작,관악)
21인 7.17(수) 10:00 서울연구원

동남권
(서초,강남,송파,강동)

12인 7.17(수) 14:00 서울연구원

[표 2-21] 권역별 구상 2차 워크숍 일시/장소

워크숍 진행방식: 권역별 구상(안)에 대한 토론과 건의

2차 워크숍은 2030 서울플랜 수립방향과 해당 권역에 대한 권역별 구상(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권역별 구상(안)에 담긴 해당 권역별 발전방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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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분야별 권역차원의 계획과제, 그리고 분야별 계획과제와 연관된 핵심사업 및 계

획 등에 대해 자치구 공무원과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토론과정에서 권역별 발전방향, 자치구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업 등 해당 권역의 참

석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은 즉각적으로 수정․보완하기도 하였다. 다만 자

치구 차원의 세부 추진사업, 용도지역 변경  등과 같이 도시기본계획 보다는 후속 생

활권계획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나 서울시 담당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

도로 정리하여 추후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림 2-22] 권역별 구상(안) 주요내용(2030 서울플랜 기자발표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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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역별 구상 최종(안) 마련

자치구별 중점 추진사업 및 계획 조사

2차 워크숍 이후 해당 권역의 분야별 계획과제 등과 관련한 자치구별 중점 사업 및 계

획 등을 권역별 구상(안)에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별 추진사업 및 계획 등에 대한 조사

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2차 워크숍 당일 배포된 조사양식에 따라 해당 권역의 발전방향 및 분

야별 계획과제와 관련된 핵심 사업과 계획 등의 현황, 주요내용 및 추진경과 등을 서

면으로 제출받아 계획내용을 보완하였다.

권역별 구상 수정(안)에 대한 자치구 추가의견 수렴

2차 워크숍 이후 보완된 권역별 구상(안) 내용에 대해 25개 자치구의 최종의견을 수

렴하는 절차를 가졌다.

2차 워크숍에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25개 자치구에 송부하고, 해당 권역의 발전

방향 및 분야별 계획과제에 대해 자치구별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제출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권역별 구상(안)에 대한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수렴

그동안 권역별 구상 수립을 위한 2차례 워크숍과 자치구별 관련 계획, 사업 등에 대한 

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작성된 권역별 구상(안)에 대한 서울시 관련 실․국․본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관련 실․국․본부에서는 권역별 구상의 분야별 계획과제에 제시된 내용 가운데 서울시

와 권역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서울연구원에서는 권역별 구상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후 

권역별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권역별 구상이 완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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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청회, 관계기관(국토교통부 등)과

의 협의, 지방의회 의견청취(서울시의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시도

지사 승인(서울특별시장), 공고(30일 이상)의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중앙정부(당시 건설교통부)에 있었다. 그러나 2009년 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

에 따라, 2030 서울플랜은 서울시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수립되는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의 특징

을 갖는다.

시민, 전문가, 행정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만든 2030 서울플랜(안)은 기자설명회, 권역별 설

명회, 공청회, 관계기관 및 서울시 관련 실․국․본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시장이 승인함으로써 최종 확정(2014.5.1.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785호)되었다.

 

 [주요 추진경과]

일 시 주요 행정절차 비 고

2013. 9. 26 기자설명회
서울특별시장 발표
방송, 신문사 기자 질의응답

2013. 9. 30~10. 7 권역별 설명회
계획(안)에 대한 5대 권역별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2013. 10. 12 공청회 서울시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2013. 10~12
관계 기관 및 서울시 관련 실국본부 

협의
국토교통부, 광역시․도, 서울시 관련 부서, 
자치구 등

2013. 12.17 시의회 의견청취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2013. 12. 2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2회

2014. 5. 1 2030 서울플랜 확정 공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785호(2014.5.1)



80  ❚  제2장. 2030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1. 기자설명회

2030 서울플랜을 서울시민에게 처음 소개하는 축제의 장

2013년 9월 26일 약 250여명의 시민, 전문가 등이 계획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마련

한 2030 서울플랜(안)을 최초로 공개하는 ‘2030 서울플랜(안) 기자설명회’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개최하였다.

기자설명회는 서울시 최초로 시도되는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

을 언론을 통해 홍보하여 서울플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개최되

었다. 

처음 소개하는 자리인 만큼 방송사, 신문사 기자 등 다수의 언론인들이 참석하여 높

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기자설명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정효성 기획조정실장, 이제원 도

시계획국장 등 서울시 관련 실․국장과 서울플랜 수립을 직접 주도했던 권원용 총괄

MP를 비롯한 각 부문별 MP, 그리고 2030 미래상 설정단계에 직접 참여했던 시민참

여단이 참석하여 의미를 더했다.

도시기본계획은 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삶과 삶터에 대한 희망을 담는 계획

기자설명회는 박원순 시장이 2030 서울플랜(안) 작성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대표와 

각 부문별 MP 등을 소개하고, 그 분들의 짧은 소회를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2030 서울플랜(안)의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설명이 이어

졌다.

박원순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은 한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삶과 삶터에 대한 희망을 

담는 계획”으로 의미를 부여하며, 2030 서울플랜의 기본방향과 2030 서울의 미래

상, 핵심이슈별 계획 등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이후 서울플랜이 실현되는 2030년 서울의 모습을 상상하여 구현한 동영상을 시청한 

후, 이제원 도시계획국장의 2030 서울플랜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기자들의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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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방식과 중심지체계 개편이 주요 관심사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한 모든 발표가 끝나고, 이날의 마지막 순서인 질의응답 시간

이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기자들은 주로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의 의미와 시민

참여단의 역할, 중심지체계 개편에 따른 향후 서울의 변화와 전망 등에 대해 질문하

였고 이에 대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이 이어졌다. 

질의응답 순서를 마지막으로 한 시간에 걸쳐 진행된 2030 서울플랜 기자설명회는 서

울플랜 수립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과 취재진의 높은 관심 속에 축제분위기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그림 2-23] 서울플랜 기자설명회 모습 

[그림 2-24] 서울플랜 신문기사(좌: 세계일보 2013-09-27, 우: 조선일보 2013-09-27) 

   자료: 아이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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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역별 설명회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한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권역별 설명회는 법에서 정한 법정절차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시민, 전문가 등을 대

상으로 하는 공청회에 앞서 시의원, 구의원,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서울플랜

(안)에 대해 설명하고, 서울플랜과 관련된 권역별 현안, 쟁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권역별 설명회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5대 권역별로 개최되었다. 

진행방식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의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한 기본방향과 권역별 

설명회 취지를 설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서울연구원 김인희 박사의 2030 서울플랜

(안)에 대한 발표 후 참석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권역 일시 참석자

서 남 권 9.30(월) 구의원, 공무원 등 약 70명

서 북 권 10.1(화) 서대문구청장, 구의원, 공무원 등 약 40명

도 심 권 10.2(수)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 주민 등 약 40명

동 북 권 10.4(금) 성북구청장, 구의원, 공무원 등 약 70명

동 남 권 10.7(월) 시의원, 구의원, 공무원 등 약 60명

[표 2-22] 서울플랜 권역별 설명회 개요

중심지체계와 지역현안 등을 중심으로 제안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중심지체계와 권역 

및 자치구 현안 등에 대한 추가반영 요구가 주를 이뤘다.

중심지에 대해서는 해당 권역에 포함된 중심지의 역할과 기능, 범역 등에 대한 질의

와 중심지 추가요청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지역현안과 관련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및 계획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권역설명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추후 공청회,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과정 등에서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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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유형 주요의견

도심권 

계획과정
 - 중구의 주민대표, 시의원, 구의원, 구청 공무원과 서울시 간의 별도 
   논의자리 마련 필요

지역현안
 - DDP의 용도 전환 검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문제 등
 - 도심산업에 관한 문제 검토 필요

동북권

중심지체계
 - 성수 지역중심의 초고층건축 가능 여부
 - 군자역 지구중심 지정 요청

지역현안
 -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군부대이전, 철도지하화, 재개발·재건축 관련 요청
 - 계획내용의 홍보 및 공유를 위한 다양한 “논의의 장” 마련 필요

서북권

중심지체계  - 신촌지역중심에 홍대뿐 아니라 연세대․이대 지역 등 고려하여 포함

지역현안
 - 지하철캐노피 설치, 노점상 문제,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 경의선 단절해소 등 
 - 지역생활권계획 수립에 적극적 지원 요청

서남권

중심지체계
 - 도심으로 위상이 강화된 ‘영등포·여의도’의 서남권에서의 역할
 - 서울대입구역을 중심으로 한 ‘봉천’을 지역중심으로 선정한 사유
 - 동작·관악구를 고려한 사당·이수 지역중심의 구체적 발전방향 제시 

지역현안
 - 준공업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정비방안
 -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 

동 남 권

중심지체계
 - 강남 도심의 범역, 천호․길동 지역중심의 광역중심으로의 위계 상향 가능 

여부

지역현안
 -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계획, 제2롯데 건립에 따른 교통계획, 지하공간 

계획, 풍납토성 및 선사유적지 일대 관광자원화, 전용주거지역 용도지역 
조정 가능성 등

[표 2-23] 서울플랜 권역별 설명회 주요의견

[그림 2-25] 권역별 설명회 현장 모습(서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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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청회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시민과 토론하는 과정

공청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절차로 일반

시민,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다. 

2030 서울플랜 공청회는 2013년 10월 12일(토요일) 오후 2시에 중구 구민회관 대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공청회 개최일시를 주말 오후로 정한 것은 직장인 등 많은 시

민들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이날 공청회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하여 서울연구원장, 각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시민 약 300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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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원 등의 토론과 일반시민 의견수렴

공청회에서는 복지, 산업, 환경, 도시, 교통, 주택 등 각 분야별 전문가, 시민단체, 시

의원 등이 토론에 나서 2030 서울플랜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시

민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청회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의 인사말씀과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

울연구원 김인희 연구위원이 2030 서울플랜(안)을 발표하였다. 이후 지정토론자 10

인(좌장: 권원용 서울시립대 명예교수)이 계획안에 대해 토론하고 일반시민의 의견

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림 2-26] 공청회 현장 모습

주요 목표 및 전략, 계획의 실현성 등에 대한 향후 보완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

지정토론에서는 핵심이슈별 계획의 내용, 중심지체계 개편의 적정성, 계획의 실현가

능성, 시민참여과정의 적절성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특히 서울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고, 계획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시민들은 교육, 복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서울플랜 공청회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의견과 20년 후 서울의 모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아

쉬웠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견들은 향후 추가검토를 거쳐 반영여부를 검토하고,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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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의견 반영결과

미래상 

2030년 서울시가 달성할 궁극적인 모습에 대한 구체화
된 미래상 필요

시민합의에 의해 수립된 미래상으로 미래상은 
핵심이슈와 공간계획에 구체화

기술변화 등 미래트랜드를 고려한 계획의 방향성 제시 핵심이슈별로 미래트랜드 반영

고도이면서 현재 수도로서의 경쟁력, 장점을 부각 핵심이슈별계(이슈3)에 반영

핵심
이슈
관련

계획지표의 적절성, 달성가능성 재검토 필요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완 예정

핵심이슈별 계획에 교육에 관한 사항 보완 필요 핵심이슈계획 1의 목표 4에 반영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체육시설 확충
사회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
화 보완

서울이 가져야할 문화적 선도성, 문화와 문화인 지원방
안 제시

문화예술인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시책 추가

전통산업, 소상공인 등의 육성･보존에 대한 전략 제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제의 제도개선에 대
한 사항을 보완

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차 진입불가 도로에 대한 문제제시
비상출동차선 관리방식 개발 및 적용 등의 내
용으로 반영

‘도시재생특별법’제정 관련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방
향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방향 제시

핵심이슈 2 관련, 목표와 전략의 연계성, 개별 전략 등
의 차별성 검토

검토 후 수정 및 보완

공간
구조

1도심 9부도심 체계 검토
서울은 다핵기능중심의 공간구조 실현을 위해 
3도심 필요

핵심이슈별 계획의 공간계획으로 연계 방안
공간구조구상에서 핵심이슈계획실현을 위한 
12개 세부과제 제시

권역별 구상이 지역특화 위주로 구성되어 검토 필요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함.

‘대도시권 혁신클러스터 육성’내용의 적절성 검토
광역중심지의 특화기능을 주변 수도권지역의 
기능과 연계･육성하는 방향으로 보완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자치구간 이해･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생활권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

계획의
실현성

서울플랜이 서울시 전 분야의 최상위계획으로서의 실현
가능성 여부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실현성 강화

계획실현을 위한 재정계획과 단계적 실천계획 제시 제6장 실현화방안에서 제시

서울플랜 구성의 법적요건과 정합성 검토 법 및 지침상 구성요건에 적합하게 수립

시민
참여형
계획

100인 시민참여의 대표성, 적절성

100인의 시민참여단은 숙의를 위한 적정한 규
모임.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성을 기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 지역･연령･성
별･직업 등을 고려하여 랜덤방식으로 선정

시민참여단 선정과정 제시 자료집에 수록

[표 2-24] 서울플랜 공청회 주요의견 및 반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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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의견 반영결과

그 외
주요
의견

서북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은평새길 추가 반영 필요 권역별 구상에서 반영

필동 일대 주택가에 인쇄공장 밀집에 따른 주거환경악
화에 대한 대책마련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가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방식
핵심이슈계획, 권역별 구상 등에서 도심권의 
경우 다양한 정비유형을 개발하여 보존과 개발
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서계동 지역 용도지역 조정 건의
특정지역의 용도지역 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임.

한양도성안 전통산업, 소상공인에 대한 미래를 계획에 
반영

핵심이슈계획(핵심이슈 2), 도심권권역별 구상 
등에 전통산업 특화･육성,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에 반영

강남북 균형발전, 균형있는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성평
등에 대한 내용 반영

강남북 균형발전은 미래상, 공간구조 구상 등 
계획 전반에 반영

성평등에 대한 사안은 핵심이슈 1의 별도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음.

대중교통 인프라 공급, 보육 및 노인부양시설 공급, 저
렴하고 안전한 주택, 문화기반시설 확대 등

핵심이슈별 계획에서 교통인프라, 고령자･여성
을 배려한 시설 확충,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균형있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을 강조하였음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
핵심이슈별 계획 등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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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

국토법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 협의

국토법 제22조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변경 시에는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

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도시

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 있었으나, 승인권한이 특별시장 등 지방

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권역별 설명회, 공청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보완하여 

2013년 11월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협의를 요청했다.

2030 서울플랜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의 핵심기관은 단연 국토교통부이다. 11월초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청하여 12월초 협의 의견을 전달 받았으니 약 한 달이 소요된 셈이다.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의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여겨졌다. 과

거 승인권한이 중앙정부에 있을 때에는 계획에 대한 형식, 내용, 절차 등이 정형화 되

어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승인권한이 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되어 계획의 형

식, 내용 등에 대한 자율권이 보장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와의 협의과정은 수월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고 첫 번째 답변은 도시기본

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아 협의가 불가하다는 것이

었다. 특히 ‘부문별 계획’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2030 서울플랜은 전략적 계획의 성격으로 형식과 내용을 개편하면서 기존 도시기본

계획에서 존재했던 부문별 계획의 편제를 핵심이슈별 계획의 편제로 개편하였다. 과

거 부문별계획 편제는 계획간 연계 및 정합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내용이 너무 전문

적이고 방대하여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

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 형식과 내용을 전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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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략계획으로의 전환은 국토교통부 수립지침10)의 제1장 3절(지위와 성격)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1-3-4 (특정주제 중심의 계획), 1-3-5 (계획 내용의 다양성)의 

규정11)에 따라 핵심이슈 중심의 전략계획으로 형식과 내용을 개편한 것에는 큰 문제

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근거를 국토교통부에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별도의 부문별계획을 만들다

2030 서울플랜(안)의 핵심이슈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부문별계획의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진은 국토교통부 협의 의견

을 수용하여 핵심이슈별 계획의 내용을 각 부문별로 재구성한 부문별 계획을 추가적

으로 작성하였다. 

다만, 2030 서울플랜을 운용함에 있어 핵심이슈별 계획과 중복으로 인한 혼선을 방

지하기 위해 부문별 계획은 별도의 자료집에 싣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부문별 계

획으로 재구조화한 보고서」로 명칭하여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마치다

서울플랜(안) 본보고서, 자료집, 부문별계획까지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요

청한지 한달 만에 국토교통부 협의의견이 공문으로 전달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주요의견은 첫째, 계획의 형식 및 편제와 관련하여 부문별 계

획을 수립하라는 것 둘째, 계획지표와 관련하여 인구추계, 용도지역별 면적추계 등을 

보완하라는 것 셋째, 계획의 내용과 관련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정하고 있

는 부문 중 누락된 부문(정보통신 등)을 보완하고 철도계획 등 국가정책과의 정합성

을 검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국토교통부 협의의견에 대해 서울시는 반영여부와 조치결과 등을 회신함으

로써 국토교통부 협의를 마쳤다. 

10) 국토교통부훈령 제45호, 2013.4.15., 일부개정

11) 1-3-4 (특정주제 중심의 계획)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공간구성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전략 또는 정책적 우선순위

에 따라 계획 과제 또는 특정주제를 발굴,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3-5 (계획 내용의 다양

성)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 고유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계획 과제 또는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다양

하게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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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견 조치계획

계획체계 
및 

내용

도시기본계획의 편제 관련 : 특정주제별 계획(핵심이
슈별 계획)과 부문별계획을 함께 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필요

법 및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문별계획 중에서 
미흡한 사항은 본보고서에 보완하고, 자료집 형태의 
부문별계획 마련

`생활권 계획`의 법적 구속력확보 차원에서 `생활권 계
획`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방안 검토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생활권계획의 법
적 안정성에 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갈 예정

계획수립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실적을 연표 등
의 형식으로 제시(자료집에는 구체적인 활동 및 의견 
등을 수록)

구체적인 활동 및 의견은 자료집1 제3부(서울플랜 수
립과정)에 상세하게 수록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에 대
한 내용을 검토,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서울플랜 수립배경 및 서울플랜 수립방향과 특징(제1
장 제2절~제3절) 등에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포
함한 기존 도시기본계획의 한계, 개선방향 제시 

도시기본구상도는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상의 
도시기본구상도 작성기준에 맞추어 충실하게 작성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

계획목표 
및 

지표설정

사회적 인구의 증감 분석 등을 추가하여 인구지표를 
보다 정밀하게 설정하고, 이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부
분의 목표연도 용도지역별 토지연면적과의 정합성 검
토 필요

통계청 추계인구를 바탕으로 계획인구를 산정한 근거 
및 토지소요면적 산정 근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의 환경지표 중 누락된 지표 
제시 예) 주택(1인당 주거연상면적 등), 복지, 여가 등

핵심이슈별 계획 지표 부분에 보완, 검토

내년 시행 예정인 서울플랜 모니터링 시 지표 관련 사
항 검토, 보완 예정

[표 2-25] 국토교통부 협의 주요내용 및 조치계획

인접 광역시․도, 서울시 및 자치구 의견 제시

국토교통부 협의 외 인천, 경기 등에서도 의견을 보내왔다. 주로 수도권 정비계획과

의 정합성 검토, 광역중심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 인접 광역시․도와의 협력 내용

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 등을 서울플랜

에 추가하고, 수도권의 중심지간 기능을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인접 광역시․도 협의의견을 반영하였다.

또한 서울시 관련 실․국․본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제시한 의견 역시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보완 하였으며,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관련계획 또는 후속계획에서 검

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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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견 조치계획

특정
주제별/ 
부문별
계획

5대 핵심이슈 및 목표, 전략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
는 총괄표 삽입

핵심이슈별 계획에 총괄표 추가(제3장 핵심이슈별 계
획 도입부)

토지이용현황을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고,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
용지, 보전용지의 생활권별, 목표연도별 조정방안을 
지표에 반영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로 구
분하여 보완(자료집)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조정방안(본보
고서 토지이용의 용도지역별 관리방향에 보완, 특히 
시가화예정용지의 경우 녹지지역의 총량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

토지연면적의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현재의 용
도지역상 공급가능한 토지연면적 및 추정치와 비교)

‘용도지역별 수요 및 공급방안’에 기반영
 (자료집1 제1부- 토지이용 부문)

상위계획 상의 도로/철도 노선 중 서울시 관련 노선 
교통축에 반영
 - 국가 및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노선은 서울

시 자체계획임을 명시
 - 광역노선의 경우 인접 지자체와 협의 하에 계획/

추진됨을 명시

국가계획 및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노선은 
서울시 자체 계획임을 해당 부분에 보완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연결되는 광역노선의 경우에도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계획 또는 추진되는 
사항임을 해당 부분에 보완

물류계획, 정보･통신계획,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보
완 필요

교통계획 수립 시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의 교
통량 추정치를 기본계획에 수록

정보통신 및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 핵심이슈 5 목표 
1의 전략 추가(전략 1-4)

물류계획 : 핵심이슈5 목표1의 전략 추가(전략 1-5)
교통량 현황 및 추정 등은 자료집 제1부 기초현황분
석에 보완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 처리방안 마련 및 이를 반
영한 도시공원 지표 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와 공원소외지역에 대한 방
안 등은 핵심이슈계획에 기반영, 장기 미집행 도시공
원 실효대비 대응방향 추가 보완

철도계획 
관련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 남부광역급행철도의 신규노
선에 대해 사업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사항은 해당 부서의 개별 계획을 
통해 정리 가능

KTX의 동북부 연장(수서~의정부)는 제2차 국가철도
망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사전 
협의 후 반영 필요

구체적 노선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

난곡선, 위례선,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
도기본계획에 반영･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전 협의 
후 반영 필요

계획 확정단계에서 일부 조정되는 사항은 최종 수립되
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

경춘선 폐선부지는 국가소유이므로 공원화 등 토지활
용을 위해 사전에 협의 필요하므로 수정 또는 사전 
협의 후 반영 필요

구체적인 토지활용계획은 개별 사업계획 단위로 검토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충
분한 사전 협의 추진할 계획임. 

서울 도심 내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은 서울시내에 해당
하므로 광역철도망이 아닌 도시철도망으로 수정 필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서울역~삼성~여의도 
연결 축을 기본으로 광역철도축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노선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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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법정 절차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다

권역별 설명회,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 그 동안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제시된 의견

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된 2030 서울플랜(안)에 대해 2013년 12월 17일 서울시 의회 

의견청취(제250회 정례회 제 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시 의회는 공간계획 중 3도심 체계를 재검토하여 한양도성의 핵심적 지위를 유

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이러한 조건을 반영하여 2030 서울플랜 본보고서 제4장 공간계획 및 토지

이용에서 한양도성지역을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로서의 특별

한 지위를 유지하도록 보완하였다.

이처럼 서울시 의회의 의견청취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진 데에는 핵심이슈계획 수

립과정에서 총괄분과를 비롯한 각 분과별로 서울시 시의원이 참여하여 계획이 수립

됨으로써 계획(안)에 대한 사전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30 서울플랜 확정을 위한 마지막 관문

국토법 제22조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전에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

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2030 서울플랜을 

확정하기 위한 마지막 법정절차인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행정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도시계획국장, 도시안전

실장, 주택정책실장 등 서울시 내부 인사와 다양한 분야의 교수, 전문가 등 외부인사

를 포함하여 총 25인으로 구성된다(2014.10월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2차례 사전자문(2013.11.6., 2013.12.4.)을 거쳤다. 

사전자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2013년 12월 26일 조건부 가결로 심의

가 통과되었다.

가결 조건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의견, 시의회 의견 등 행정절차 및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계획(안)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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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및 확정․고시: 서울시장의 승인을 얻어 2030 서울플랜 확정

그 동안의 법정절차를 거치면서 제기된 수많은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수정․보완한 

최종 계획안을 서울시장이 승인하고, 2015년 5월 1일 확정․고시12)함으로써 2030 

서울플랜 수립을 위한 약 5년간의 길고 긴 여정에 마침표를 찍었다.

12) 서울특별시공고 제2014 – 785호





 제 3 장

서울플랜의 의의와 과제

아주 오래전부터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다. 백화점식 계획으로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재, 계획수립에만 전력을 다할 뿐 정작 계획의 추진에는 별 관심

을 가지지 않는 위상, 시정계획 및 부문별계획과의 중복성 등이 대표적 이슈이다. 

그동안 진정한 시민참여를 실현하고 전략계획으로 전환하고 시장의 임기와 연계하여 수립해

야 한다는 등 수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비판과 변화의 필요성

만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도 도시기본계획의 문제를 진정으로 인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시도는 없었다.

2030 서울플랜의 가장 큰 의의는 지금까지 논의된 수많은 기본계획에 대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모든 것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서울플랜을 수립하였다. 시민참여형 계획, 전략계획으

로 전환, 생활권계획의 강조 등 서울플랜은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시민과 행정부의 호응을 받기도 했지만 따끔한 비판과 앞으로 풀어야 할 숙

제도 많아졌다. 도시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개선방안에 대한 요구인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 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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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 사전기획단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시민참여 기획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시민이 직접 미래상과 주요 과제를 제안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방식이었다.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형 계획에 대한 시도가 많았지만 도시기

본계획에서는 아직까지 시민이 직접 참여한 경험이 없었기에 어떤 시민과 어떤 방식

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할지가 우선 결정되어야 했다. 

관련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3개월 이상을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갔

다. 처음 시도하는 것인 만큼 모든 것을 열린 상태에서 논의하고, 행정편의나 실현가

능성 보다는 서울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계획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가 합의한 것이 중요한 의의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의 핵심은 미래상과 계획과제를 만드는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스스로 결

정하는 것이다.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은 아직까지 시

도되지 않았기에 부담되기도 하고,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다.

처음 기획하는 일이라 전문가자문단과 기획위원이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

하였다. 시민참여의 방식과 규모 뿐 아니라 미래상 설정과정 등 수 많은 이슈에 대하

여 사전에 논의하고, 모의실험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관련 전문가

에게 자문을 받으면서 합의해 나갔다. 

계획 수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할 연구

진과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서울시 실무진의 관심과 협조였다. 다행히 서울시 

실국 뿐 아니라 시장단의 관심으로 참여형 계획을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은 마련되었다. 

첫 번째 과제, ‘사전홍보 강화와 시민참여의 적극적 유도’

서울플랜의 참여방식, 전략계획으로의 전환, 추진위원회 구성, 참여단 선정 등의 과

정을 어렵게 준비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시민참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98  ❚  제3장. 서울플랜의 의의와 과제

실제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SNS 등을 통하여 홍보를 했지만 효과는 매우 미미하였

다. 모든 것이 준비과정이었기 때문에 홈페이지 내용도 제한적이었고, 홍보하기 위한  

뚜렷한 콘텐츠도 부족했다.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도 최소한

으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방문객 수도 제한적이었을 뿐 아니라 적극적인 유치방안도 

미비한 상태였다.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토론한마당’을 기획하여 각계 명사를 초

청하여 강연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행사가 평일 오후에 개최되어 일

반시민 보다는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연구원 위주로 참여하였다. 내용이 시민과 

공유할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강연시간과 장소가 제한적일 뿐 아니라 홍보

도 부족하여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토론한마당과 같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시

민의 입장에서 참여하기 쉬운 시간과 장소 등을 기획하고 홍보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

제이다. 또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보도자료 발표, 홈페이지 활성화, SNS의 적

극적 활용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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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이 제안하고 채택된 최초의 미래상

숙의방식으로 진행한 미래상 결정과정

지금까지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은 분야별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

하고 설문이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전문가가 제안하면 정책결정자인 

시장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설문에 참여하거나 제시

된 대안을 선택하는 정도의 간접적인 역할이었다. 이번 2030 서울플랜에서는 시민

이 직접 미래상 설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방식을 택하였고, 이를 시민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미래상의 결정은 시민이 직접참여하고 토론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숙의방식이 채택

되었다. 숙의방식은 직접참여를 전제로 하기에 참여인원이 최대 100인이라는 제한

이 있었다. 당연히 100인의 시민참여단 규모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천만

대도시를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직접 참여하여 논의해야 하는 숙의구조에 대한 취

지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대표성보다는 직접참여방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규모(100인)를 선택하였다. 

결과적으로 숙의방식의 관점에서는 성공적이었으나, 100인이 천만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시민이 직접 작성한 제안서를 시장에게 전달

2차례의 사전 오리엔테이션과 1박2일의 워크숍을 통하여 미래상이 설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서울의 미래상을 직접 설정하였다는 뿌듯함과 서울의 정책에 기

여하였다는 자부심으로 행복해 하였다. 처음으로 서울시민으로서의 보람을 느낀다

는 아주머니의 소회가 인상적이었다. 

100인의 시민참여단은 10명의 대표단을 선정하여 이들이 미래상 수립과정, 미래상

의 의미, 핵심과제 등에 관하여 직접 제안서로 작성하였다. 시민참여단은 두 명의 시

민대표를 직접 선정하고 이들이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의 미래상을 선언하였다. 그리

고 미래상을 담은 제안서를 시장에게 전달하였고, 시장은 이를 서울의 미래상으로 공

식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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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미래상 참여방식, 시민참여단 운영 등에 대한 시민/공무원 설문조사 결과 

 자료: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위한 시민설문조사(조사기간: 2014.11~12, 조사대상: 시민 1,500명, 시 공무원 386명)

두 번째 과제, ‘참여방식과 참여범위에 대한 깊은 고민’

시민참여단은 무작위로 선정된 100인으로 구성되었고 숙의방식으로 미래상을 설정

하였다. 무작위로 선정한 이유는 특정지역이나 이해관계를 벗어나 중립적인 입장으

로 합의하기 위함이었고, 숙의방식은 직접 토론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채택

되었다. 시민참여단의 규모는 숙의방식을 추진하기 위한 최대인원인 100인으로 사

전에 결정하였다. 

서울플랜의 시민참여단 운영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일선 공무원과 

전문가들은 100인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 공모방식과 지원방식 등 간접참여의 확대, 

워크숍의 횟수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014년 서울시민과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면, 미래상 설정방식에 대해 시민은 직접참여방식, 공무원은 간접참여방식을 선호하

고 있다. 참여단 선정방식에서는 시민과 공무원 모두 지원 및 공모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단 규모는 100인이 적당하다는 공무원의 의견과 더 늘려

야 한다는 시민 의견으로 구분된다. 

시민참여단의 범위와 규모, 참여방식, 미래상 설정방식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에 대

한 합의는 쉽게 결정될 것 같지 않다. 서울플랜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깊은 고민

과 실험을 통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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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장 힘들었고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던 핵심이슈계획

종합적인 도시기본계획의 구조를 전략계획으로 전환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물리적인 분야에 대한 종합계획적인 성격이었다. 법정화 

이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도시환경은 많이 바뀌었다. 백화점식으로 모든 분야를 병

렬적으로 나열하기에는 서울의 계획여건이 너무 많이 달라져 왔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 수많은 정책을 아우르는 

원칙과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책의 선

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하자는 데 모두가 합의하였다.

다양한 주체가 합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핵심이슈계획

서울의 미래상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108명의 

계획단이 구성되었다. 계획단은 5개 분과로 구성되어 학계, 공무원, 서울시의원, 시

민위원, 서울연구원 등 분야별로 골고루 참여하였다. 과거 기본계획이 10여명의 연

구진이 주도적으로 수립하였던 것에 비하면, 108명의 계획단이 조정하고 협의하면

서 만들어 낸 핵심이슈계획은 과정 자체가 큰 변화이다. 

계획수립 초기부터 이슈와 관련된 서울시 실무부서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

고 전략을 검증하는 과정은 계획의 위상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이었다. 실제로 10여개 이상 실무부서가 참여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하였고, 또한 전

문가와 시민위원이 제시한 내용을 실무차원에서 검증하였다. 

시민참여와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도

계획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그러다 보니 도시기본계획

에 대한 상이한 이해도와 시민참여를 경험한 정도 등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도시기

본계획과 시정계획을 혼돈하여 20년 장기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사업위주의 정

책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핵심이슈별 정책방향과 목표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종종 

동네단위의 구체적인 사업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계획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도는 10여 개월 진행되는 동안 논의하면서 합의점을 만들

어 갔다. 그러나 핵심이슈별 계획이 워낙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작업이

라서 시민뿐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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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특정 전문가가 워크숍을 주도하고, 일반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은 주로 

승인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세 번째 과제, ‘총괄분과, 분과별 MP단, 시민계획단의 명확한 역할부여’

총괄분과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초기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

고 부문별 MP단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다 보니 5개 분과에 

대한 통합 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분과별 이슈를 통합하기 위하여 중복되는 

이슈, 기본계획의 위상과 맞지 않는 이슈 등을 조정하기 위한 별도의 작업을 추가적

으로 진행하면서 대응해야 했다. 

총괄 MP단과 분과별 MP단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아 계획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이 부

족하였다. 총괄 MP는 전체 구조와 틀만을 고민하다 보니 분야별 MP단의 회의내용

이나 이슈를 기록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하였다. 이는 핵심이슈계획에서 가장 치명적

인 실수였다. 분과에서 논의된 이슈가 제대로 기록되지 않아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는

지 과정에 관한 자료가 없어 반쪽의 핵심이슈계획이 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위원들은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핵심이슈계획은 분야별 전문성이 강조되는 계획으로 시민위원이 토

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한편, 특정 단체를 대표하는 시

민위원의 경우 이슈를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협의와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

였다. 핵심이슈계획의 참여방식은 전문가가 선정한 대안을 선택하거나 간접적인 의

견을 제시하는 등 역할을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 총괄조정분과 회의 모습 [그림 3-3] 도시공간분과 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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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간단위의 권역별계획의 완성을 위한 자치구 의견 수렴

서울플랜을 지역단위로 구체화하기 위한 권역별 구상

권역별 구상은 핵심이슈별 계획을 공간단위로 구체화하고, 도시관리계획의 가이드

라인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서울플랜보다 훨씬 체감도가 높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에서 생활권 단위로 주민의 의

견을 모두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권역별 구상 수립과정에서 제시된 다양

한 의견을 후속계획인 권역별/지역별 생활권계획에서 검토하도록 제안하였다.

서울플랜에서는 후속계획인 생활권계획에서 고려할 수 있는 권역별 발전방향과 주

요 이슈를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자치구 주민대표와 자치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역별/자치구별 현안 및 문제점,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

하였다. 워크숍 결과는 서울플랜의 생활권계획(권역별 구상)에 반영하여 후속계획에

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네 번째 과제, ‘생활권계획을 통하여 서울시와 자치구와의 관계 재정립’

이번 서울플랜에서는 중간단위 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하였

다. 그러다 보니 서울플랜에서 다룰 수 없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생활권계

획에 위임하였다. 예를 들어, 권역별 미래상과 주요 이슈 설정, 지구중심지의 조정, 

주민참여를 통한 대표사업의 발굴 등 대도시인 서울시가 지금까지 구체화하지 못했

던 과제를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다루도록 하였다. 생활권계획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

인 요구와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다. 

생활권계획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은 주민과 동네에 관한 것으로, 실제로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서울시 보다는 자치구가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

치구는 계획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번 생활권계

획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치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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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30 서울플랜을 넘어서기 위한 과제

첫째, 글로벌도시 서울의 역할에 걸맞는 참여단 범위 확대

서울플랜은 전문가, 행정가, 시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많은 주체 뿐 아니라 시민

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수립한 계획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계획과정의 투명

성을 중요시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립적이고 주변에서의 다양한 요구로부터 자유로

운 계획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의의다. 

서울은 오래전부터 천만도시를 넘어 2,500만 수도권의 중심이고 나아가서는 동남아

시아의 대표적인 글로벌 도시로 발전하고 있는 도시이다. 이렇게 볼 때 단순한 행정

구역 내 시민 뿐 아니라 인천 및 경기도 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참여하여 서울의 미래

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전략계획으로서 반쪽의 성공과 나머지 반쪽의 완성

2009년 기본계획을 시작할 때부터 서울시는 전략계획의 성격으로 전환하겠다고 천

명하였다. 결과적으로 과거(2020 도시기본계획)의 13개 비전, 12개 부문별계획, 55

여개의 목표를 1개의 비전, 5개 핵심이슈, 17개의 목표로 단순화하였다. 서울시 전체 

방대한 계획을 통합하고 중요한 이슈와 전략을 선택하여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는 전략계획으로의 전환이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핵심이슈계획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나열적인 구성이다. 복지·교육·

여성분과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있다. 도시기

본계획의 성격에 맞고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제시가 요구된다.

셋째, 참여 자체로도 의의가 있었던 시의원의 역할 강화

시민이 직접 참여한 것도 중요하지만 시의회가 계획수립단계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

을 개진하는 것도 계획과정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다. 민의를 보다 진정성 있게 받아

들이고, 완료된 계획을 협의하면서 겪었던 진통을 초기에 없애자는 취지였다. 

결론적으로 과거 계획에 비하여 시의회 의견청취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시의

회와 행정부가 새로운 협치모델을 시도한 것이다.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백서 ❚  105

시의원은 5개 분과와 총괄분과 등에 총 6인이 참여했다. 시의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고 토론하기 보다는 참여자체에 의의를 두어야 했다. 장기간에 걸쳐 토론하고 

협의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향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체

계적인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

넷째, 도시계획국과 기획조정실의 지속가능한 협치모델 완성 

도시기본계획은 공간계획이라는 성격으로 인하여 서울시 전체부서의 협조가 필요함

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국이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왔다. 이번에는 계획의 실효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작단계에서부터 기획조정실과 함께 추진하였다. 이로 인

하여 서울시 모든 실·국·본부에서 서울플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뿐 아니라 자료

협조 및 협의조정이 원활하고 적극적이었다. 도시기본계획이 비로소 공간계획의 최

상위 법정계획 역할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된 것이다.

서울시 기획조정실과 도시계획국은 각각 전담팀을 구성하여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추진하였다. 그러나 담당 업무에 대한 구분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데다가 인력의 부

족 등으로 운영상의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10개월 이상 지속되었던 

핵심이슈별 계획에 대한 분과별 회의록 및 과정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계획 승인 후 모니터링 하거나 다음 계획에 대한 준비 등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도 아

쉬움으로 남는다.

다섯째, 계획의 적시성과 실현성을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제도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획여건을 진단하고 부문별로 현황조사와 기초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수년이 걸리는 어렵고 힘든 작업이다. 또한 시

정부, 시의회, 자치구, 국토부 등 관련주체와의 협의조정 기간도 1년 이상 장기간 진

행된다.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은 수많은 자원이 장기간 투입된 계획이지만, 실제로 활

용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5~6년 이상 소요되는 계획수립기간을 단축하고, 계획내용의 모

든 행정부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평가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행히 이번 서울플랜에서는 서울의 변화를 상시적으로 진단하고, 도시기본계획 목

표와 전략 뿐 아니라 핵심지표 등의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제안하였

고 2015년에는 1차년도 모니터링 리포트가 완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모니터링체계

가 매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관련 규정을 마련

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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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_언젠가는 풀어야 할 광역거버넌스 문제

도시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 행정구역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서울시는 인

접한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서울대도시권을 형성하고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작

동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에도 인접한 시․도와의 협의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서울

플랜에서도 필요한 의견수렴 및 협의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실제로 광역버스 등 교통

이슈, 광역시설, 대기환경, 주택 등 광역차원에서 다루어져야할 이슈가 공동의 거버

넌스를 통하여 추진되지 못하였다.

서울시는 중심지체계와 교통체계 등 공간구조차원에서 광역계획을 강조하였으나 실

제로 대도시권 차원에서의 계획은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서울시만 노력해서는 될 일

이 아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시도가 계획협의체 등 광역거버넌스를 공동으로 구

성하여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향후 서울플랜에서 풀어야 할 중요한 과

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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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0 서울플랜 수립배경과 의의

2012년 10월 8일은 서울시 도시계획사에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역사적인 날이다. 

본청 기자회견장에서 ‘시민참여단’ 대다수가 지켜보는 가운데 2030년 서울의 바람

직한 미래상과 계획수립 주체가 논의해야 될 핵심이슈가 담긴 ‘시민제안서’가 남녀대

표 2인에 의해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국민 여러분 보다 시민 여러

분!” 호칭이 친숙해지고 “당신과 미래 사이에 2030 서울플랜이 존재 합니다”라고 당

당히 외칠 수 있기를 기약하며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계획(planning with people)이 

그 첫 발걸음을 떼게 된 것이다. 

같은 해 11월 19일에는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시의원은 물론 인터넷 공모로 선발된 

각계각층의 일반시민을 망라하여 108인으로 구성된 ‘수립추진위원회’가 ‘소통과 배

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라는 가치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출범하였다. 2030 서울

플랜 수립과정은 여태까지 외부 용역기관이나 전문가 위주로 추진되어 왔던 관행에 비

추어 가히 파격적인 실험이었다. 그렇다면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citizen-based 

master plan)이 서울시에 나타난 시대적 배경과 의의는 무엇인가?

지난 반세기는 정부가 국가목표나 비전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해외 수출 등 주요경

제활동을 선도하고, 급격한 도시화(주로 수도권 인구집중)를 관리하는 중앙집권체제

였다. 다시 말하자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생산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SOC를 

지원하여 단기간 내 의도된 성과를 이루는 데는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었다. 그러나 

민간부분이 비대해지고 세계화의 압력으로 도시간 개방성이 강조되며 시민권력

(citizen empowerment)이 국가권력을 대체하는 ‘분권화된 선진국형 시민사회’로

의 이행이 요청된다. 과거 도시기본계획과 같은 하향식(top down) 계획스타일의 상

향식(bottom up) 대전환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둘째, 초고속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IT혁명은 민주화/자치화를 추동하는 

전자 민주주의의 기술적 토대가 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성숙된 시민사회가 건재하

며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미래상을 그리는 일에도 시민의 관심이 높고 참여가 활

발하다. [정부3.0]의 지향처럼 행정정보가 제대로 유통된다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각종 이슈에 대한 ‘공론의 장’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 이제 통치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더 이상 관료조직이나 대기업 혹은 연구소나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다(이상

대 외, 2013:200). 누구나 지니고 있는 스마트폰이 인류 역사상 미증유의 똑똑한 시

민을 양성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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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포스트모던한 현상의 하나로 자리 잡은 전문가의 위기(de-professionaliza-

tion)이다. 위키피디아가 백과사전을 대체하듯 脫전문, 집단지성의 대두가 눈에 띤

다. 개발연대의 시민은 규제 행정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예: 용도지역제, 도시개발/

재개발, 도시계획시설 등)에 무조건 순응해야 했던 일방적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렀

다. 이른바 전문직으로서 도시계획가는 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의해 도시시스템을 기

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였으나 참담하게 정치적으로 휘둘리다 보니 시민

들의 지지를 얻는 데도 실패하였다. 자본과 결탁된 관료주의의 희생양이 되거나 공익

이라는 미명하에 기득권을 유지․발전시키는 방패막이 노릇이나 안하면 다행이었다. 

이제는 규제행정이 가고 소통행정이 등장해야 할 시점이다. 도시계획가는 시민참여

가 마치 전문가의 고유영역을 침해하는 듯이 겁먹을 일이 아니고, 도리어 계획의 사

회적 권능기반(power base)을 증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어설픈 엘리

트 의식에서 벗어나 대중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Surowiecki, 2009). 모름지기 “한

사람의 탁월한 지식이 평범한 열사람의 지혜를 못 당한다”는 겸허한 자세로 시민참여

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넷째, 시민참여는 계획과정에 비공식적 요소를 투입하는데 필수적이다. 흔히 도시계

획가는 의사의 사회적 직능과 비견되기도 한다. 의사가 환자의 병세를 진단하고 투약 

또는 주사, 수술과 같은 대응조치를 내리듯이 도시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한다는 점에

서 적잖게 닮았다. 시민참여는 의사의 과학적인 진료 못지않게 환자 스스로의 힐링이 

조화되어야 병을 치유하는 이치와 같다. 비공식적 요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암묵지(tacit knowledge)를 포함한 현장지식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있는 

육아, 교육, 의료, 복지 등 일상생활에 대한 현장체험 정보가 도시계획가들이 주로 공

식통계에 의존하여 가공한 과학적 지식을 보완해야 될 것이다. 

끝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서 오는 반발로서 시민

참여 요구가 그 대척점에서 드세어지고 있다. 혁신속도에 뒤떨어지고 경직된 관료시

스템과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만연이 일반시민의 분노와 좌절을 낳고 있다. 지자체의 

수장이든 의회의원이든 선출직 공무원의 행태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공권력의 위

기’를 가져오는 것은 글로벌한 현상이다.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의 실종, 거짓 보고와 

은폐, 이중적이고 정략적인 미사여구의 나열이 공공기관의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

리고 있다. 더욱이 세월호 참사 이후 성실하고 정직한 시민들이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아야 된다”는 사회적 자본이 소진되어 미래세대 교육의 근간이 뽑혀나갔다. 이제

는 진솔한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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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립과정의 문제점

2012년 9월, 무작위로 선정된 시민참여단(100인)은 약 한 달에 걸친 여러 차례의 토

론회, 서울도시계획에 관한 전문가 강의와 세미나 수강, 수많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점차 시정참여에 대한 자부심과 열의를 지니게 되었다. 비록 박원순 시장의 직접 위

촉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가없는 자원봉사자와 마찬가지였다13). 심지어는 마지막 1

박 2일의 끝장토론까지 소중한 시간을 내주면서 2030 서울플랜 수립에 기여한 참여

시민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총괄 MP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이번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정은 다음 

[그림 1]과 같이 크게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시민참여단이 주도한 제 1단계에서는 시민생활에서 느끼는 핵심이슈로서 ①복지/교

육, ②일자리, ③역사/문화, ④환경, ⑤소통 등의 우선순위가 높게 부각되었다. 예상

과 달리 도시계획 본연의 맥락을 이루는 재개발, 교통, 주택 등은 낮은 득표 결과를 보

였다.

계획수립과정은 통상 ①문제의 인식 → ②목표의 정립 → ③전략(수단)의 작성 → ④

최적전략(대안)의 선택 → ⑤집행(모니터링 포함)의 순서로 전개된다. 여기서 문제인

식의 출발점은 당연히 본 계획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의 현황파악이다.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을 때 목표를 정하려면 무엇보다도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실마리가 

풀린다. 시민들이 계획시점에서 당면한 현안들(예: 교육, 보육, 일자리 등)을 문제로 

떠올린 것은 이 점에서 자연스럽다 할 수 있다.

반면에 향후 2030년 까지 나타날 장기적 추세(megatrend)를 전망하는 작업은 소홀

할 수밖에 없었다. 계획이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미래의 변화가능성을 충분히 살

펴야 한다([BOX 1] 참조). 때로는 시나리오까지 동원해서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하다.

13) 연말 대선과 이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조그만 답례품의 배포까지도 선거법 위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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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30 서울플랜의 3단계 수립과정도

[BOX 1] 후기도시화시대의 미래전망

도시화율이 90%를 넘어선 후기도시화시대의 서울에는 노령인구와 1인 가구, 외국인의 급

증, 저출산으로 말미암아 주거, 노동, 여가. 소비와 같은 시민생활패턴이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30년경에는 아파트가 아닌 보다 개성적이며 다양한 주택양식이 유행되고 소형

주택을 선호하며 월세 임대주택이 보편화 될 전망이다. 전통적 가족제도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양성평등의 급진전과 함께 크게 변하고 있다. 평생 직장의식은 더욱 악화 돨 것

이며 소비행태도 ‘소유(owning)' 보다는 ’공유(sharing)'로 바뀌는 추세이다. 또한 이미 시

작된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2030년을 정점으로 한 총 인구의 절대 감소로 인하여 개발수

요의 전반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의 성격과 기조도 과거처럼 도시성장을 관리하기 보다는 도시재생 위

주로 재구성이 불가피하다. 개발연대에 날림으로 건설된 각종 노후 인프라의 안전을 위한 

유지·개선과 대체수요가 주종을 이룰 것이다. 모든 정부의 도시정책과 제도, 법령을 비롯

한 소프트웨어도 같은 맥락에서 새 옷을 입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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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목표설정의 배경이 되어야 할 ‘미래상’의 도출이다. 시민참여단이 10개조

로 나누어 각 그룹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2030년의 바람직한 서울모습을 소위 브

레인라이팅(brainwriting) 기법을 통해 추출하였다. 이 중에서 종합적 교차투표를 

실시한 바, 가장 많은 공감(empathy)을 얻은 ‘행복한 도시’가 선정되었다14). ‘소통

과 배려가 있는’ 이라는 수식어는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에 대한 불만과 바람이 물론 

반영되어 있다. 행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참으로 무거운 철학적 과제이며, 정의하기 

힘든 용어(catch-all word)이자 누구나 추구하는 최상의 인문학적 가치이기도 하다. 

제1단계 수립과정은 평가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첫째, 도시계획가의 입

장에서 볼 때 시민참여단이 뽑은 핵심이슈는 지나치게 현황에 치우쳐 미래지향성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둘째, 문제인식의 현재편향성에서 비롯된 핵심이슈에서 미래상

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은 계획논리상 어색한 전도(轉倒)이다. 양자의 연결고리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미래상의 합의가 선행되고 이에 따른 핵심이슈가 논의되었어

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는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이 어쩔 수없이 감

내해야 할 구조적 한계가 아닐까?

제2단계부터는 서울시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는 물론 시의원, 기업인, 근로자, 

학생, 노인, 장애우, 외국인 등으로 시민참여의 대표성을 높인 수립추진위가 계획수

립을 진행하였다. 5개 분과는 ①복지/교육/여성 ②산업/일자리 ③역사/문화 ④환경

/안전 ⑤도시공간/정비로 나누어져 있고, 1단계의 핵심이슈와 미래상을 이어 받아 

각 분과MP 중심으로 목표설정 및 그 실행수단이 될 구체적인 전략의 도출작업에 들

어갔다. 지금까지 정부가 세운 계획안을 일방적으로 소비만 하던 시민들이 계획안의 

공급자로서 共생산(coproduction)을 하게 된 것이다.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며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맞게 된 것은 담당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국과 실무작업팀인 서울연구원이 해결해야했던 제3단계였다. 왜냐

하면 본 계획이 종국적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법정 절차를 통과해야하기 때

문이다. 비록 시대착오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도시계획지침’에서 규정하는 형식에 

어느 정도 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딜레마가 있다.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와 지방

의 중소도시를 획일적 기준으로 옥죄는 현실은 마치 노래방에서 마치 음정과 박자를 

무시하고 가사에 충실한 음치를 만든다는 비아냥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지자체는 서

울의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3단계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법정 도시기본계획의 틀(framework)을 상당부분 

14)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20인이 선정한 미래상은 품격도시, 안심도시, 창조도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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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1, 2단계 시민참여형이 지향하는 혁신적인 시도를 수용하여야 한다. 

만약에 제2단계와 제3단계의 접점에서 상호연계가 매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별

개의 다른 계획처럼 보일 수 있는 위험부담이 있다. 그러나 수립추진위가 작성한 계

획 내용 중에서 도시공간 분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분과는 주로 비물리적 위주로 되

어있는 까닭에 이를 공간정책으로 반영하는 것은 품이 많이 드는 지난한 과업이다.

[그림 2] 분과별 목표와 전략의 공간정책적 변환 MATRIX

가령 복지/교육 분과에서 보육이나 노인빈곤에 관련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였다면 

이러한 비공간적 요소(non-spatial objectives)가 지닌 공간적 함의(spatial im-

plication)를 어떻게 투영하느냐가 관건이다([그림 2] 참조). 물론 어린이나 노인 돌

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여 그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정책적 세부 추진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에 비

교분석이 적절하겠으나 2030 서울플랜에서는 편의상 우선 5대 생활권역으로 구획

하여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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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주체별 역할 진단

총괄계획가(MP)의 역할: 의사소통의 달인/합의형성의 촉진자

2030 서울플랜 수립추진위원회 5개 분과(복지/교육/여성/, 산업/ 일자리, 역사/문

화, 환경/안전, 도시공간)에 전문가로 참여한 MP들은 마음고생도 많았겠지만, 수립

기간 동안 수많은 회의를 통해서 계획(안) 내용을 세련시킨 ‘의사소통의 달인’이었다. 

각 분과는 약 20인으로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주로 교수와 연구원)는 물론 

시의원, 기업인, 근로자, 학생, 여성, 어르신, 장애우 등 그야말로 각계각층이 인터넷 

공모에 의해 각기 대표성을 지니고 뽑힌 집단이었다. 

MP는 여기에서 분과를 이끌어 나가는 위원장이면서 전방위 대화와 토론촉진자

(promoter of multilogues)로서 임무가 가장 중요하다. 회의를 주재하는 사회자로

서 명심할 것은 합의(consensus)란 결코 회의 구성원 전원이 100% 찬성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참가자 모두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하

고 회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자발적 지지가 보장되어

야 한다. 기실 주요한 맥락에서 합의형성(consensus-building)이란 성급한 다수결 

투표방식으로 일시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대화와 토론을 거쳐 나온 사소한 의견일치

가 조금씩 쌓여서 마지막 결론으로 도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BOX 2]참조).

회의 진행상 오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합의형성은 대략 다음 5단계를 거치는 토론기

법이 적절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첫째는 목표(토론에 의해 합의되어야 할 대상)을 분

명하게 설정한다. 둘째는 대안(또는 해결방안)을 최대한 자유롭게 ‘브레인스토밍’시

켜 나열한 다음, 셋째는 개별 아이디어를 하나씩 찬반토론하고 보충질문을 통해 모든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인다. 넷째는 대안의 재정비 내지 축소 과정으로서 대충 아이디

어의 1/3만 남도록 소거(消去)하여, 마지막 단계인 투표(결정)를 간편하고 용이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으로 최종안이 선택되면 모든 구성원이 의사결정공유

(decision sharing)가 되어 이행책임(commitment)까지 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116  ❚  보론_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진단 및 개선방향

[BOX 2] 총괄MP의 조찬모임 회고

우리는 월요일 이른 아침에 얼굴 가득히 미소를 지으며 출근하는 사람을 흔히 위선자(?)라

고 부른다. 시간이 ‘돈’이자 ‘자원’인 오늘날 도시사회에 있어서 조찬모임의 유용성은 생각

보다 높다.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태양이 어둠을 걷어내는 시각은 약간씩 다르지만 조찬

모임의 시간대는 7시 30분부터 9시까지로 거의 고정되어 있다. 대개는 가벼운 양식이나 

죽 같은 한식을 메뉴삼아 교통이 편리한 호텔에서 열리는 것이 상례이나 2030 서울플랜 

총괄회의는 시청사에서 모닝커피가 곁들어진 간편한 샌드위치로 입맛을 맞추었다. 서양 격

언에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고 했는데 비자발적으로 긴 하루를 보내게 된 ‘아

침형 인간’의 먹이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전원 참석이 용이한 회합으로서 성가가 높은 조찬모임은 나름대로 상당한 장점이 있다. 

우선 시간의 제약이 있는 만큼 요점위주로 발언해야 되고 자기가 전하려는 정보나 주장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다. 허튼 소리나 진지한 토론을 기대할 수 없는 모래시

계형 회의인 것이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론을 신속하게 내려야 할 

‘강압적 시한’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회의의 생산성이 높아 질 수 있다. 그러나 시민참

여와 같은 ‘공론의 장’으로는 대단히 부적합하며 사회자의 시간관리 책임은 막중해진다. 

인간적인 교감이나 정서적 여유로움이 넘치는 저녁 술자리 모임과는 정반대로 약간의 긴

장 속에 지극히 업무적인(business-like) 상호작용이 있을 뿐이다. 

최근 은퇴를 선언한 명망 있는 정치인 한 분이 ‘저녁이 있는 삶’을 주창하여 많은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한 주 내내 외식을 밥 먹듯(?) 하다가 오늘 저녁은 들어가서 식사를 하겠

다고 집 전화를 거는 바쁜 현대인에게 조찬모임은 그나마 공통적으로 약속을 무난히 받아

낼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다. 누군가는 행복이란 아침식사를 느긋하게 먹을 수 있는 자

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백수는 행복한가? 모처럼 찾아온 인문학적 상상력

은 금세 도망가고 여전히 의문점만 남는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MP의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되려면 분과별 목표와 전략

의 도출작업에서 나타난 ‘전문성과 민주성의 조화’가 관건이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해보건대, 전문가 집단과 이해관계자 집단 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지닌 민주성 확보를 위한 전문성의 희생이 불가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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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문성과 민주성의 조화에 의한 합의형성 구도 

서울연구원의 역할: 전문지식과 현장지식의 무한리필

계획과정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정보의 투입과 산출과정이다. 특히 진솔한 대화와 상

호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참여의 경우는 정보의 질과 양이 民官사이에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행정정보는 글자그대로 정부

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여 일반시민에게는 상당부분 제한되어 있다. 시민을 진정

한 대화상대로 여긴다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복되어야 비로소 민관협력형 

계획활동이 정상적인 틀을 갖출 것이다. 정부 통계는 일상적 행정의 부산물(예: 전출

입, 출생/혼인/사망과 같은 인구동태)로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기도 하지만 기초자료

(예: 교통량 흐름)를 수집하는 데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시․군․
구 행정체제와 같은 자치단체의 조직의 도움이 없다면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

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나날이 눈부시게 혁신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에 힘입어 정부가 

누리던 정보독점의 지위는 무너지고 민간 사이버 정보 회사나 전문포털을 중심으로 

할 빅데이터(Big Data)시대가 열렸다. 정보가 지닌 보편적인 속성으로 ①권력

(power) ②상품(commodity) ③지식(knowledge)을 들 수 있는데, 일반시민의 정

보에 대한 접근성이 급속도로 향상되면서 이른바 '정보민주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

다. 이는 그간 아이로니컬하게도 정부불신의 요인이 되었던 정보의 조작과 은폐, 선

별적 이용 등을 일소할 수 있는 사회기술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첫째는 정보의 완전공개에 의한 투명성의 보장이야말로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와 비

리를 없애는 만능약이다. ‘햇볕은 최고의 살균제’라는 말이 있듯이 부정직하거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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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행위는 음습한 곳을 좋아하는 곰팡이와 같다. 모든 행정조치나 의사결정을 백

일하에 떳떳이 공개함으로써 그 정당성도 확보하고 일반시민의 관심과 지지를 획득

할 수 있다.

둘째, 정보는 공개가 되면 될수록 상품가치는 당연하게 떨어진다. 그러나 개인이나 

소수집단이 특정정보를 전유함으로써 높은 정보 활용의 한계생산성을 유지하던 특

권을 없앨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수의 이해집단에게 유리한 조직이나 은폐와 진실 

호도를 위한 차별적 제공이 가져오는 폐해가 줄어든다. 지난 개발연대에는 비밀리에 

도시계획도면 등을 특정인에게 누출시켜 미리 도시개발정보를 선정하게 하여 토지

투기와 같은 특혜를 누리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셋째로, 질이 좋은 정보의 투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는 믿음이다. 도시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하는 서울

연구원이 생산하는 고급정보야말로 그 해결방안을 고안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여가 크다. 하지만 현상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할 기본자료가 공개 당

시 이미 왜곡되었거나 조작되었다면 연구자가 아무리 세련된 분석모형을 동원했다 

손치더라도 엄정한 대안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반시민이 의사결

정에 참여하려면 도시문제나 市政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풍부한 정보가 제공

(well-informed)되어야 한다. 

서울연구원은 사실(fact)에 입각한 행정자료를 가공하고 정제하여 시정에 유용한 정

책적 전문지식을 만드는 일 못지않게 시민들의 현장지식(local knowledge)을 수집

하여 담당부서에 전달하는 매개자의 역할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 여기서 정보의 생

산, 유통, 소비는 반드시 과학적 지식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엘리트의식에 젖기 쉬워 일반 시민들이 지닌 체험적 지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주관적이고 근시안적이며 사익(私益)에 치우친다는 이유를 든다. ‘눈높이’ 도시계획

을 추구한다면 시민을 계획(안)의 고객(소비자)으로 여기며 시민참여를 계획(안)의 

공동생산 행위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가들이 스스로 고

압적 위치(skywalker)에서 내려와 실제 시민생활에 관한 심층적 이해가 긴요하다. 

전문가의 과학적 지식과 현장지식의 보완적이고 대류순환적인 거래 관계를 인식하

여야 한다.

시민을 계획가의 우군(友軍)으로 만들려면 먼저 시민이 깨어야 하고, 시민이 깨어야

만 계획가의 정치적 기반(power base)도 견고해진다. 진정 시민참여를 상호학습 기

회로 삼으려면 계획수립과정에서 시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험으로 느끼는 생활정

보가 능동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현장지식은 복잡한 도시의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백서 ❚  119

위해서 계획집행 이후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생생한 ‘모니터링’ 정보이기도 하

다. 시민들은 행정구역 단위로서 서울시에 사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동네’에서 사

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점에서 특히 전업주부는 육아, 대중교통, 의료, 교

육, 복지, 안전 등 주간 행정서비스의 대부분을 지역사회(community)에서 몸소 소

비하는 주역이다.

서울연구원은 수시로 주민의견을 수집하고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공식통계로 내놓는 사실(fact) 못지않게 현실 생활세계에서 실제 일

어나는 이야기(story)까지도 현장지식으로 당당히 대접받아야 한다. 사실은 속이 빈 

자루와 같아서 스스로는 똑바로 서지 못한다고 한다. 시민들의 TV 드라마 같은 다양

한 이야기로 사실이 채워져야 제대로 실감할 수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숫자로 나

타난 계량화가 정보가 실상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울시의 역할: 시민참여 방식의 다양화와 홍보

시민참여에 비판적이나 회의적인 일부 관료들은 계획기간의 지연과 정보공개 등에 

따른 이해 관계자의 갈등 증폭을 우려한다. 계획과정을 입안 초기부터 최종집행까지 

몇 단계로 나누어 본다면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계획안을 밀실에서 작성하여 발표

하던 행태가 비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장장과 같은 기피시설의 경우에는 주

민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다 보면 결국 엄청난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는 사례

를 수없이 겪어왔다. 설령 주민의 논란과 거부반응이 거세더라도 모든 관련정보를 솔

직하게 제공하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다면 오히려 전

체 계획기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는 까닭이다.

첫째, 현행 3단계 도시계획수립제도(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에서 규정한 계획대상의 공간적 스케일에 따라 각기 맞춤형 시민참여방식이 다양하

게 도입되어야 한다. 2030 서울플랜과 같이 시 전체의 미래상을 다루는 거시적 장기

종합계획과 마을 만들기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구역의 주민이 직접 이해당사자가 되

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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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도시계획대상과 이해관계자 특성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선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다수이냐? 소수이

냐?의 차이이다. 도시기본계획은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소수

의 재산권을 특정하여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갈등으로 직접 비화하지

는 않는다. 추상적인 수준이긴 하지만 공익적인 내용이 많아 불특정 다수 시민의 토

론 대상으로 관심을 끌 수 있다. 소수 시민의 개인적인 비전 또는 전문가의 규범적인 

미래상(future image)이 정책적으로 전환된 것이다. 공론화시켜 사회구성원의 총론

적인 합의 도달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따라서 이번 2030 서울플랜에 관한 서울시 

역할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언론매체에 대한 홍보(publicity)이다.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민적 공공성’을 추구해야 될 매스컴의 차가운 외면이다. 심지어 공영

방송 TV마저도 시민 토론 보다는 시시콜콜한 연예인의 말장난에 전파를 낭비한다. 

도시기본계획과 대척점에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준에서는 사업(예: 재개발)이 집행되

는 단계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 상가나 주택세입자, 건설업자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각자에게 미칠 사익(私益)의 득실을 계산하기 바쁘다. 그러나 공간적인 범

위는 국지적이며 전체의 시민에 견주어 숫자적으로 소수에 해당된다. 당연히 이해관

계자의 참여의욕과 관심도 대단히 높으며, 도시계획가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해조

정과 함께 공익의 수호, 소외계층의 대변이라는 다중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현

장에서 ‘발로 뛰는’ 중재자로서 계획가의 몫은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공공관리제’가 

확대될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2030 서울플랜수립에 직접 참여하여 미래상과 핵심이슈를 도출하거나 추진위원으

로 활약하면서 자기의견을 기탄없이 내놓은 시민들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직접 민

주주의를 경험한 셈이다. 하지만 특별한 인센티브도 없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상

당한 시간과 본연의 생업활동을 희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을 

위한 법정 공청회, 시민포럼, 워크숍, 독일의 세포모임(planungszelle)을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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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자유토론의 장’은 바쁜 현대도시생활에 적용하기 어려운 전통적 시민참여 방

식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과 온․오프라인을 최대한 활용한 시민참

여의 촉구가 필요하다.

다행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본격적인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열렸다. 웹사이트

나 e-메일, SNS 확산으로 굳이 고정된 장소의 전시회나 비용이 많이 드는 우편 설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공신력을 회복하는 것인데, 

그 첩경은 [정부3.0]에서 공언한대로 행정정보를 일반시민에게 완전 공개하는 일이

다. 예를 들면 각종 회의나 토론장에서 발언한 내용이 녹취되어 온․오프라인으로 공

표되어야 한다. 시정부가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전자 민주주의가 기

술적으로 가능하다. 시민참여의 한 가지 형태로 자리 잡은 파리市의 ‘온라인 플랫폼’

처럼 도시계획 관련 ‘시민제안의 상설화’를 시도해봄직 하다. 

시의회의 역할: 도시기본계획의 정상적 운용 지원

인구감소를 우려하는 포스트성장시대로 들어서면서, 현행 도시기본계획도 도시화가 

급속 집행하던 80년대 초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는 탈바꿈이 불가피하다. 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이라는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을 시도한 것도 시장․군수에 의한 도시

계획 내용의 잦은 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20년 장기 도시 미래상을 고정시키고 과도

하게 계획된 목표인구를 통제하겠다는 도입 당시의 취지가 이제는 퇴색한 까닭이다.

한편, 중앙정부는 분권화 추세에 맞추어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위

임함으로써 서울시나 광역시 경우에는 입안과 승인이 동일한 수립주체가 되었다. 현

행 도시계획제도에서는 계획수립 시 시의회의 의견 청취만 규정되어 사실상 집행부

에 대한 견제는 없는 셈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역사가 긴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처럼 市헌장(charter)에 의거하여 의회가 시민참여형으로 계획작성을 하는 사례가 

많다(Beatly, 1994).

1995년 이후 직선제 시장 선출은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에도 커다란 상처를 주었다. 

청계천 복원사업에서 보듯이 주요 선거공약을 우선시하는 계획내용의 잦은 변경으

로 말미암아 일반시민에게 장기종합계획으로서의 공신력을 떨어뜨렸다.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도시계획의 정치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사후적 합리화에 매달린 법

정 상위계획 담당부서의 좌절과 무력감은 배가 되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어도 흔들

리지 않도록 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정책적 일관성을 보

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민간(외국인 포함)투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필

요하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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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서 도시기본계획이 2030 서울플랜처럼 능동적인 시민참여를 통해 사회적 합

의를 얻었다면 그 존립가치에 대한 정당성도 확보된다. 만약 시의회가 이러한 도시기

본계획의 유용성을 인정한다면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입장에

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도맡아야 할 것이다.

• 도시기본계획 운영조례 제정

• 두 가지 측면의 모니터링 기능 강화

  - 집행부의 연차보고서 발간

  - 계획집행 관련 예산의 심의․승인

• 시민발의제도의 활성화

  - 파리市의 경우, 5000명 이상 시민의 전자서명으로 시의회에 도시계획사업의 직접 발의 

가능(서울연구원, 세계도시동향 #339)

끝으로, 현행의 광역도시계획제도(국계법 §10)와 달리 경직된 수도권정비계획을 대

체할 수 있는 서울대도시권 차원의 ‘광역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 이후와 통

일시대를 대비할 것을 중앙정부에게 적극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시민의 역할: 경청과 배려, 성숙된 토론문화의 조성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국가발전과 경제적인 압축성장

을 이룩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기간 내 결과를 얻어내

는 것만이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노력하는 과정은 무시되었다. 이와 같은 ‘목표 직

달주의’ 현상은 “못 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소극성에서 탈피하는 장점 못지

않게 조기에 성과를 내려는 강박으로 ‘아예 나무를 통째 베어버리는’ 조급증이 만연

하게 되었다. 

시민들은 일상의 대화에서는 물론, 이른바 ‘공론의 장’에서도 이러한 사회심리학적 

경향은 나타나기 일쑤이다. 한마디로 남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attentive lis-

tening)하기보다는 자기주장만을 펼치는데 익숙하다. 흡사 탁구 시합할 때처럼 상대

방에게 공이 왔다 갔다 하듯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볼링공을 치듯이 일방적인 흐름

이 우선된다. 반론이나 반박이 나오면 인격적인 모독이나 받은 듯이 공격성을 띠게 

15) 도시개발정책에 성실히 따른 서부이촌동 주민과 상인들이 입은 정신적 타격과 경제적 손실은 누가 책임지고 보상해주

느냐는 여전히 남은 숙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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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논의의 본질이나 주제는 행방이 묘연하고 결국 정제되지 않은 감정의 앙금만 남

게 된다. 특히 토론자의 가치관이나 이해득실이 걸린 사안의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

이 격앙되기 쉽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유머를 섞어 회의 분위기를 띄우거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득으로 참여자 모두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화술이 훈련되어 있지 못

하다. 불행하게도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내몰린 경쟁구도 속에 의사소통기술

(communication skills)을 습득할 기회를 거의 가지지 못한 탓이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서 대표적인 시민참여 형태인 공청회에 가보면 민주

주의는 ‘관용과 인내’를 요구한다는 말을 확실하게 실감하게 된다. 설령 타인의 견해

가 자기와 다르고 발언 내용이 엉뚱한 곳으로 흐르더라도 참고 들어주는 배려가 요망

된다. 회의도중 발언을 묵살하여 중간에 끊거나 자기 이야기만 장시간 떠드는 무례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유형의 참가자 일수록 상대방에겐 결론이 무엇이냐고 

성급하게 묻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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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립과정의 개선방향과 과제

계획수립지침의 재정립

법정 도시기본계획이 제 구실을 못하고 허울뿐인 장기종합계획(Master Plan)으로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산배분권과 같은 집행력이 미약한 때문이다. 형식적으

로는 주택, 교통, 공원/녹지, 상하수도, 환경, 에너지, 방재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포괄

적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도시계획국 입장에서는 ‘용도지역제’ 이외에는 소관업무를 

넘어서서 사실상 실효성이 낮다. 게다가 비물리적인 요소로서 산업진흥, 사회개발, 

복지, 재정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각기 해당 개별법에 의한 부문 계획이 작성되어 있

다. 만약, 이번 ‘2030 서울플랜’의 수립 작업도 기획조정실 같은 막강한 통합조정기

능의 도움이 없었다면 관련 부서로 부터 외면당할 수 있다. 

첫째, 현행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 ‘토지이용계획’을 12개 부문의 하나로 취급

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자연스럽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물리적 

요소로서 종합성을 지니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도시계획의 본 모습에 가까운 토

지 이용 부문을 계획수립지침에서 별도로 떼어내어 장기적 도시개발방향과 구체적 

토지용도배분의 얼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기본계획 입안지침”을 별개로 작

성하여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주/상/공/녹 용도배분의 색깔 칠하기에 

지나지 않는 ‘기본구상도’를 보다 격상시켜 물리적 내용을 총괄하는 공도(official 

map)로서 통합적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민선시장이 독자적으로 만든 ‘시정운영계획’에 의존하여 주요 정책결정을 내

리는 현실 속에서 법정 도시기본계획의 위상은 날로 실추되고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

마저도 택촉법(1980)이나 각종 특별법에 의한 국가사업(예: 보금자리 주택)시행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적실성이 없고 개발연대의 낡은 

계획수립지침의 천편일률적 강요보다는 도시관리상 전국 차원의 실시가 요망되는 

정책적 권장사항이나 시의성 있는 굵직한 대응 전략을 정책지침(policy guideline)

형태로 작성하여 영국의 사례처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획수립에 참고하도록 수

시로 내려 보내야 한다. 예컨대 개발제한구역(G/B)완화, 기후변화와 재해방지, 공공

임대주택건설, 환경친화적 계획수립 방침, ‘시민참여형 도시계획’ 작성기법 등이다. 

아울러 개별도시의 규모와 입지,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여 장기적 비전과 목표를 창의

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하거나, 긴 안목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비법정

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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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형 도시계획가의 양성

향후 메가시티 서울의 미래를 결정하는 ‘2030 서울플랜’으로 부터 소규모 지구 단위

의 ‘마을만들기’에 이르기까지 시민참여의 대상과 기회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계

획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확대되는 시민참여와 병행하여 도시계획가의 역할이 점

차 다중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들의 역할은 전통적인 물리적 디자인작업이나 컴퓨

터 자판기를 두드리는 분석작업 뿐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계획안을 마

련하고 집행함으로써, ‘발로 뛰는’ 활동가로서의 역할의 외연적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보다 넓게 해석하면, 도시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토대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흥행사(impregario) 역할이다. 궁극적으로는 도시계획 수립과정이나 

집행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도시계획가는 합리적으로 사고할 뿐만 아니라 고객인 시

민들이 동의하고 협력하도록 대화로서 표현해야 되는 직종이다. 따라서 기술적인 분

석력과 더불어 고도의 설득력까지 요구된다. 그 핵심은 세련되고 정교한 언어능력의 

구사이며, 의사소통 기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도시계획사업에 직접 영향을 받

는 주민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와 관련기관이나 집단에게 의사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기술을 등한시 할 수 없다(권원용, 2005:18).

스토리텔링은 도시계획가에게 가장 유용한 설득기법의 하나이다. 명심해야 될 사실

은 설득의 목적이 ‘진실’의 증명이 아니라 ‘동의’의 획득이라는 점이다. 공청회 등에

서 계획가가 연구결과의 수치를 자신만만하게 제시하고 현학적 학술용어를 동원하

여 권위를 잔뜩 높이거나 장밋빛 미사여구를 우아하게 나열한다고 해서 청중이 쉽사

리 수긍하지 않는다. 때로는 인간미 넘치는 유머 한마디가 분위기를 바꾸고 호감을 

불러일으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경우를 목격한다. 아예 계획활동이야말로 도시미래

상에 관한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 자체라는 주장도 있다. 도시계획가는 명실상부

하게 계획과정이 민주화 되어가면서 시민과 더불어 도시발전의 장래 모습을 구상하

는데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의 주저자(story-maker)이고 청중들은 스토리 구

성의 공저자가 되는 셈이다. 여기서 계획가는 텍스트(계획안)을 쓰는 주도자의 역할

을 담당하고 예측, 조사, 모형, 지도 등은 논쟁에 있어서 이야기의 설득력을 높이려는 

수사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Sandercock, 2003:20).

이러한 ‘대화형’ 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기술이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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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등 교섭관련 과목을 포함하여 해당 대학 커리큘럼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야 한

다. 또한 도시계획가가 주민과 대등한 눈높이 대화를 하기 위하여 난해한 전문용어

(professional jargon)을 순화시키는 노력과 함께 시민친화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 개발업자, 계획가는 자신들만의 용어로 소통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권위주의 시대처럼 행동하는 버릇이 있다. 

차세대 민주시민의 육성

도시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시민이다. 한마디로 주민등록상의 ‘단순 거주민’을 진정

한 시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더군다나 서구와 달리 역사적으로 시민적 전통이 일천한 

한국 도시에서 민주시민이 하루아침에 탄생할 수 없다. 지금의 초등학생이 모두 20

대가 되는 2030년까지 성숙되고 분권화된 시민사회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시민과 정부’ 사이의 역할분담에 있어서 결코 진화론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첫째, 도시는 ‘자유시민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어렸을 적부터 주입하고 시민으로서 

책무를 고취시켜 ‘시민다운 시민의 양성’이 긴요하다. 특히 장기적 차원의 차세대 민

주시민 교육프로그램에서 도시행정의 동반자(decision-forming partnership)로

서 능동적 시민참여에 대한 훈련과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둘째는 현재와 같이 4년마다 투표나 하는 명목상으로 무늬만의 ‘지방자치’가 아닌 지

역사회(community) 규모의 자발적 ‘주민자치’를 진작시켜야 한다. 다행히 후기도

시화시대로 들어서서 지역 간 인구이동도 감소할 만큼 초등학교시절부터 우리 동네 

역사알기, 미래상 스케치대회 등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과 귀속감을 일구어내야 할 것

이다. 

셋째, 싱가포르市처럼 행정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를 일깨워서 건전한 시민행

태를 유도한다. 자기 집이나 가게 앞 눈 치우기,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자의 교통안

전, 쓰레기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과 같은 지극히 사소한 일상에서 부터 납세자

(taxpayer)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비롯되는 까닭이다. 

끝으로, 기성세대의 잘못된 관행을 진솔하게 반성하고 2030년에 주역이 될 차세대

에게는 ‘잘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는 가치관을 존중하고 추구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이웃을 배려하고 공존공생(共存共生)을 목표로 공익적 활동

과 자원봉사를 장려하여 ‘더불어 살고 싶은 시민’이 많아져야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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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참여시민의 사후적 관리

‘2030 서울플랜’과 같은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은 계획작성 초기단계부터 전문가

와 함께 산고(産苦)를 같이 하였기 때문에 참여시민들이 자연스레 계획안에 깊은 애

정을 지니고 있다. 과거의 공청회 같은 통과의례적인 법정 시민참여(token play)행

사와는 확연히 구별되어야 한다. 마치 산모가 자신의 아이를 누구보다도 훌륭하게 자

라도록 돌보고 정성스레 보살피듯이 시민참여단 구성원의 대다수는 자진해서 모임

을 만들고 계획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

고 싶어 한다. 도시정부가 이번 행사를 기회삼아 ‘2030 서울플랜’ 시민참여는 결코 

일회성이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려면, 이러한 시민들의 사후적 열망을 소중한 사회

적 자본으로 제도화(예: 시정 서포터스)시켜 민관시정협조 차원에서 꾸준히 지속적

인 관리를 해나갈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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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전문가 자문회의

1. 전문가 포럼 (2009)

서울의 미래상, 공간구조 등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

•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기조는 ‘함께 만들어 가는 계획’,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서울의 모든 도시계획의 melting 

pot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

• 따라서 미래상, 공간구조 등 서울의 큰 기조를 결정하는데 있어 초청특강, 주제별 

토론회, 자문회의 등을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직･간접적으로 

계획수립의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음.

문화, 산업경제, 환경 등 다양하고 폭넓은 분야의 의견 검토

• 그동안 서울의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주택, 교통 등의 분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

면서 타 부문에 대한 고려와 이해가 부족한 경향이 있었음. 이번 수립과정에서도 그

러한 부분이 완벽하게 보완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타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

하여 폭넓은 토론과정을 통해 다양한 이슈들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화, 산업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이 미래 서울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방안들을 도시기본계획의 범주에

서 수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였음. 

전략계획의 개념규명과 서울시 적용방안 논의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의 변경에 따른 전략계획으로의 전환은 기존 도시기본계획

의 틀을 크게 흔드는 것이었으며, 전문가들조차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

이었음.

• 런던, 뉴욕, 도쿄 등 세계도시에서는 이미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서울시도 이번 계획수립을 통해 서울에 적합한 형태의 전략계

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수차례의 토론회 등을 통해 서울형 전략

계획으로의 전환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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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의 역할과 과제

❚ 주제1: 초청특강_도시계획의 과제(The Future of the City, Cities of the Future)

일  시 2009년 3월 27일 (금) 15:30~18:00

장  소 연구원 대회의실 (226호)

참석자
[강  사] 온영태_건축도시연구소소장
[연구진] 권영덕_선임연구위원 외 다수

영국에서의 개발사업 시 공공과 민간의 협의방법

• 큰 과제와 작은 과제가 공존하면서 개별 사업지구에 전문가 풀에서 구축된 전문가

들을 투입함.

•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전협의기능이 부재하므로 사전협의의 활성화가 담보되어야 

이러한 체제가 가능함.

명확한 규제 vs. 유연한 규제

• 기본계획은 방향성을, 관리계획은 용도규제 수준의 지침이 정해져야 차후 하위계

획에서 유연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효율적인 공간단위로 구분되어진 중간적 계획이 상시적으로 작동해야 함.

도시기본계획 vs. 도시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의 본래적 방향성대로 간소하게 작성하게 되면 관리계획의 수립이 어

려워짐.

• 관리계획은 토지이용규제계획 정도로 축소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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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2: 후기 도시화시대의 도시계획가의 역할

일 시 2009년 5월 12일 (화) / 15:30~18:00

장 소 연구원 226호실 (대회의실)

참 석 이광훈 / 권영덕 / 양재섭 / 장남종 / 이주일 / 김인희 / 오병록 /

차세대 계획가를 위한 교육 혁신

• 의사소통기술의 함양(대화형 계획)

• 건축과 도시 관련 학과의 상호교차 훈련(도시설계영역의 공유)

• 현장을 느낄 수 있는 민간주도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practicum) 과목의 보강

• 도시개발 법규, 제도, 재원조달과 같은 과목에 대한 이해도 증진

실무계획가를 위한 제도 개선

• 실무와 이론의 간극 해소

• 계획직 공무원의 세력화를 통한 지배력 향상

• 도시계획가의 위상 제고(도시계획기술사협회 창설, 도시계획사법 제정, 관련위원

회 참여 기회)

• 결론적으로 도시계획가의 본원적 가치인 ‘합리성, 공동선의 분배정의, 종합적 사

고’를 통해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함(Firm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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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의 미래상 정립

❚ 주제1: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상 정립

일 시 2009년 4월 16일 (목) / 15:00~17:00

장 소 연구원 209호실 (중회의실)

참 석 최막중 / 손세관 / 구자훈 / 김문현 / 정  석 / 권영덕 / 양재섭 / 김인희 / 김상일 / 변미리 

미래상 설정방향

• 미래상은 너무 추상적이기 보다는 구체성을 띠는 것이 바람직함. 현실적이고 구체

적인 목표를 통해서만 정책 등의 구체적인 수단이 정해질 수 있음.

• 시정발전의 미래상과 도시기본계획의 미래상은 별개의 것이 아니므로, 도시기본계

획이 이를 포용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함.

• 런던, 파리보다는 도쿄가 서울이 지향하는 세계 경쟁도시의 목표수립에 적당함.

• 정도 600년의 역사적 중요도로 보아 서울의 미래상은 “역사도시 +α”의 형태로 가

야함.

• 관념적 미래상에서 실천력 있는 미래상으로 변환해야 하며, 이를 통해 현실적인 상

충 문제들의 판단기준으로서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시정 4개년 계획 등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만의 미래상에 초점을 맞

추어야 함.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정립

• 광역자치단체장으로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 이양으로 인해 도시기본계획 무용론

은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때일수록 도시기본계획의 올바른 역할 정립이 필

요함.

• ‘20년 후의 정책목표’를 충분한 논거를 가지고 제시해야 함.

• 그 내용은 교통, 주택,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의 골간이 되는 내용들에 집중해야 하

며, 관련부서와 합의과정을 통해 같이 가는 체제를 만들어야 함.

•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의 영향력을 점차 되찾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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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2: 서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상 정립 -문화부문-

일 시 2009년 5월 22일 (금) / 09:30~11:30

장 소 연구원 209호실 (중회의실)

참 석
(13인)

[자문위] 조경진_서울대학교 교수 / 정  석_경원대학교 교수 / 오진이_서울문화재단 본부장 / 
류정아_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박은실_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연구진] 김인희 / 라도삼 / 백선혜 / 홍석기

미래상의 의미

• 미래상은 세계 공통의 ‘보편적 가치’와 서울의 독자적인 ‘고유의 가치’를 동시에 추

구해야 할 것임.

• 서울의 강점 활용: 아름다운 자연, 500년 역사, 고유한 도시계획의 철학(자연친화, 

인간중심)

• 서울의 약점 보완: 기본적인 도시인프라의 정비수준 제고(횡단보도 등), 유니버셜 

디자인(약자배려) 

서울의 미래에 대응방향

• 고령도시에 적합한 도시관리 방식의 방향 전환 필요: 전면재개발 → 리모델링, 재생 등 

• 사회 양극화 심화에 대한 대응 필요: 부익부 빈익빈 도시 → 균형있게 발전하는 도시

• 미래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필요: 인구감소보다도 빈민층과 이주민, 외국인 증가에 대

한 대책이 필요함.

핵심이슈 및 지표 설정

• 생활권, 커뮤니티 단위에서 시민들의 생활문화에 대한 계획적 검토가 필요함(오픈

스페이스 등). 

• 명확한 서술(statement)과 가치의 우선순위 제시하여 의사결정 시 선택 가능하도

록 해야 함. 

• 자족 단위의 생활권, 커뮤니티 단위로 세분화하여 계획지표를 설정함. 실현가능하

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 본 계획지표 설정: 뉴욕 예) 10분 내에 도달 가능한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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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3: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상 정립 -산업경제-

일 시 2009년 6월 3일 (수) / 10:00~12:00

장 소 연구원 209호실 (중회의실)

참 석
(12인)

[자문위] 홍순영_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 / 이현석_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 / 
       김군수_경기개발연구원 사업경제연구부장 / 서승환_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강우원_세종사이버대학교 부동산경영학과 교수 / 김영수_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
[연구진] 권영덕 / 김인희 / 정병순 / 오병록 / 정숙영 / 황종아

산업경제 분야의 핵심이슈

• 경제 측면에서는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전과 전략이 가장 중요하고 신성장동

력이 필요함.

• 수도권과의 상생 발전전략 및 사회통합 차원에서 지방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한 계

획이 필요함.

• 제조업 기반의 도시비전과 공간개발전략 수립이 필요함(미래첨단산업도 제조업에 

기반을 둠). 

• 서울의 특수성과 여건을 고려한 녹색성장 전략이 필요함. 

• 서울의 경제발전의 목표를 ‘금융허브’에서 ‘지식허브’로 수정･전환이 필요함. 

• 준공업지역의 용도변경 및 고층아파트 개발을 지양하고 산업공간으로 보전･활용

이 필요함.

• 문화적 다양성이 존재하고 생산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도시 지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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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4: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상 정립 -환경-

일 시 2009년 6월 5일 (수) / 10:00~12:00
장 소 연구원 209호실 (중회의실)

참 석
(9인)

[자문위] 문태훈_중앙대학교 산업 ․ 창업경영대학원장 / 이재준_협성대학교 교수 /
       배정환_에너지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조홍섭_한겨레 환경전문기자 / 
       김정수_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연구진] 김인희 / 조항문 / 오병록 / 정숙영 

서울시 미래상의 방향 

• 미래 서울의 5가지 키워드: 국제(경쟁력), 행복(삶의질), 창조(다양성), 녹색(기후변

화), 공동체(사회통합)

• 안전한 도시: 자연재해·기후변화(환경), 고령자·약자(사회), 경제위기(경제)로부터 

안전한 도시

• 살기 좋은 도시: 편리성(교통), 친환경, 다양성(문화), 일자리, 부담가능주거

(affordable housing) 

• 창의적인 도시: 산업기반의 도시 → 서비스, 교육, 행정, 문화, 예술이 고도로 발전

하는 도시

• 녹색도시: 건강, 문화/역사, 생태 회랑 구축 + 각 회랑에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을 연

계한 도시 

미래상과 목표 설정의 방향 

• 지향점 전환: 양적성장 → 질적 성장 / 하드계획 → 소프트 계획 강조 

• 서울의 강약점을 파악하여 약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설정함.

• 20년 후 주류 세대가 될 현 10대들의 미래 일자리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 수립함. 

•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의 실현가능한 대응전략 모색 필요



138  ❚  부록_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기록

3) 도시기본계획 체계 개편

❚ 주제1: 서울 도시기본계획 체계 개편의 방향과 과제

일  시 2009년 2월 27일 (금) / 10:00~12:00
장  소 연구원 327호실 (TF실)

참석자
(15인)

[자문위] 김광중_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허재완_중앙대학교 교수 / 
        최막중_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소성환_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연구진] 권영덕 / 양재섭 / 장남종 / 이주일 / 김인희 / 정숙영
[서울시] 김준기_도시계획과장 / 이정중_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 이정화_종합계획팀장 / 
        김태현_박사 / 이상면_주임 

이번 계획수립과정의 의의: 정부와 서울시 간의 상호 Feedback 실현

• 새로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체계 개편 및 내용 구성은 타 도시의 선구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음.

계획의 기본성격: 전략계획의 형태 

• 미래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미래상과 비전을 담은 ‘전략계획’의 형태

가 바람직함. 

• 선택과 집중 필요: 미래상과 비전 설정 시 이슈 중심, 목표 중심의 꼭 필요한 계획을 

수립함. 

계획의 기능: 대행정용 계획 

• 도시기본계획의 최종 결과물은 ‘대행정용’이어야 하며, ‘대시민용’은 계획 수립 이

후 시민이 알기 쉬운 내용의 홍보용 책자로 revision하면 됨. 

계획의 수립주체: 경영기획실 + 도시계획과 

• 도시의 비전과 공간적 계획이 상호 연계되고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영

기획실과 도시계획과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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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계획의 강화 

• 인구 천만의 도시 서울의 관리계획으로서 ‘생활권계획’이 강조되어야 함. 

계획의 재정비 시기 = 민선시장의 임기: 바람직하지 않음. 

• 정해진 비전과 철학 하에서 민선공약의 내용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관리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방향감이 느껴지는 계획 수립 필요 

• 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융통성이 있고 가이드 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하며, 공간적․물리적 계획의 종합적 제시가 필요함. 

• 사회･경제계획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공간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

시해야 함. 

• 공간계획의 틀은 선택과 집중으로 제시: 기본적인 것과 선택적인 것

❚ 주제2: 2020 도시기본계획의 경험과 과제

일  시 2009년 3월 13일 (금) / 15:00~18:00

장  소 연구원 327호실 (TF실)

참석자
(7인)

[자문위] 정  석_경원대학교 교수 / 이희정_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김문현_공간경제연구소
[연구진] 권영덕 / 양재섭 / 장남종 / 이주일 / 김인희 / 정숙영 / 황하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미래상 수립

• 2020에서의 전략계획은 본래 부문별 체계의 본 계획과 분리된 형태로 구상됨.

• 도시기본계획의 취지에 맞게 20년 후의 서울에 대한 예측과 이를 바탕으로 한 미래

상을 수립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함.

• 도시기본계획의 생존전략은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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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목표들간의 연계 필요

• 부문별계획의 세부사항에 집중하기보다는 각 부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함.

• 목표들 간의 연계와 평가기준의 설정이 필요함.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검토

•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함.

전략계획으로의 전환 필요

• 기본계획의 성격이 바뀐다는 가정으로 시작한다면 혁신적인 모델이 필요함. 이러

한 취지로 본다면,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전략계획의 형태를 띠어야 함.

• 보고서의 편재가 부문별 계획 중심으로 세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무겁고 두꺼운 것

이 2020서울 도시기본계획을 등한시 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함.

• 각개격파식의 개발이 아닌, 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야 함.

4) 서울 대도시권 공간구조 구상 등에 관한 전문가 포럼

❚ 주제1: 경기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동향

일 시 2009년 9월 14일 (월) / 16:00~18:00

장 소 연구원 327호실 (TF실)

참 석 이상대(경기연) / 권영덕 / 양재섭 / 장남종 / 이주일 / 김인희 / 김상일 / 

• GTX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한 대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대응이 가능한 서울시계 내의 노선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경기도와 협의가 필요함.

• 서울시 지하도로계획 등 중복되는 다른 노선과의 조정이 필요함.

• 균형발전을 위해 강남 중심의 경부축보다는 경인축과 경원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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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2: 서울대도시권 공간구조의 기초진단과 해석

일 시 2009년 8월 26일 (수) / 10:00~12:00

장 소 연구원 226호실 (대회의실)

참 석
(9인)

[자문위] 이원영_수원대 도시부동산개박학과 교수 / 이승재_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연구진] 권영덕 / 양재섭 / 오병록

서울대도시권의 연담화

• 서울시가 메가시티리전으로 나아가기 위한 대도시권 차원의 연구가 필요함.

• 서울대도시권의 영상자료(시가지화)를 공간자료로 변화하여 개발 불가능지와 함께 

본다면 서울대도시권의 개발이 거의 포화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임.

서울시의 중심지 변화가 두드러짐.

• ’91년 서울 3핵 중심 → ’07년 2핵으로 변화

• 영등포구의 정체 현상이 심각함.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함.

서울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컨셉이 필요함.

• 철도는 토지이용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임.

• 해외 대도시권과의 비교를 통해 접근이 필요함.

❚ 주제3: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일 시 2009년 12월 4일 (금) / 15:00~17:30

장 소 연구원 226호실 (대회의실)

자 문 위 원 최막중(서울대) / 손세관(중앙대) / 이원영(수원대) / 서순탁(서울시립대)

도시기본계획의 활용성과 제고방안

• 이슈, 실현방안, 세부사항 순으로 서술하는 방식을 고려함.

• 시정방향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추진전략 등을 다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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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市가 직접 수립하거나 

계획과 연계된 정책수단 마련, 궁극적으로는 ‘계획허가제’ 도입 등이 필요함.

도시기본계획의 개편방향과 전략계획

• 전략(정책)계획을 위해 계획목표(핵심과제)의 수를 더 줄이는 방안도 고려함.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여건변화 및 계획과제

• 서울이 선진국(world city)으로 진입하는 시점에 와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세계도시로서의 positioning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600년 고도의 흔적을 반드시 지키고, 한강, 남산과 같은 자연환경을 보존함.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의 개편방향

• 강남의 위상강화 등 현실상황을 반영한 3핵(도심)구조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지역 및 권역에 대한 성격부여와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사대문안은 문화와 역사 중심의 cultural business, 용산과 강남은 국제업무 중심

의 central business, 성수와 마곡은 knowledge business, 문정･장지 등은 

edge-city 등의 역할분담 및 특화전략이 필요함.

• 경부축에서 경인축으로의 발전축 변화가 공간구조 개편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주요지표의 수요추정 / 목표치 설정에 대한 보완사항

• 서울과 같이 안정화된 단계에 들어선 대도시에서 지표는 큰 의미가 없으며, 정책적

인 판단의 참고자료 정도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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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SWOT Analysis)

• 전문가 포럼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서울의 강점(Strengthens), 약

점(Weaknesses), 기회요소(Opportunities), 위협요소(Threatens)들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음.

구분 Global Issues Local Issues

강점
(Strengthens)

IT산업, 첨단제품에 대한 빠른 소비자 적응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인적자원 풍부

외국인의 증가로 인한 인구의 다양성 확보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인식 증가로 환경에 대한 

관심 급증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문화 및 여가에 대한 관심 증가
한강, 남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
4대 궁을 포함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1천년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
한류, 게임 등 문화컨텐츠 보유

약점
(Weaknesses)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부양부담 증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왜곡

보육 및 생활환경 시설의 부족
사회약자를 위한 공공 성격의 여가․문화시설 부족 

및 지역적 불균형
노후주택지 급증 및 서민주택 감소
높은 교육수준으로 인한 저차산업종사 기피
한강주변 아파트중심 개발로 인한 경관 및 효율성 

저하
문화재 및 주변 관리에 대한 철학 부재로 문화재 

및 주변환경 훼손
양적 성장 대비 낮은 삶의 질
국가평균 대비 낮은 경제성장률
고부가가치 산업비중이 낮음
세계적 기업 부족으로 인재활동여건 미흡
노후된 기반시설과 유지관리의 어려움
강･남북 불균형 및 사회양극화 현상

기회
(Opportunities)

동북아 경제권 부상에 따른 서울의 중심성 부각
기술의 발전과 다양화 및 융합화
IT/BT/NT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고급인력수요증가
지식･창조경제시대의 도래로 인한 우수 인적자원 

활용 가능성 증대
도시재생, 정체성을 중시하는 도시개발 패러다임

의 변화
환경중시시대의 도래에 따른 자연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가능성 증대
동북아지역의 한류열풍으로 인한 한국문화 관심 

고조

광역화로 인한 특화된 산업기능의 네트워크, 효율
성 증가

위협
(Threatens)

국내외 도시 간 경쟁 심화, 동북아 경쟁도시의 성장
중국 및 동북아 고급인력의 성장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 에너지 여

건 변화
기후변화에 따른 오존가스협약 등 국제협약으로 

인한 관련산업 위축
성장과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도시관리 철학 

미약

광역화로 인한 중복투자 및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
광역화로 인한 인구 및 산업의 유출
경기, 인천의 성장과 경쟁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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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강점(Strengthens)과 기회(Opportunities)를 극대화하

고, 약점(Weaknesses)과 위협(Threatens)을 최소화하기 위한 S-O/W-T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S-O/W-T 전략을 바탕으로 서울이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이 5가지로 크게 압축됨.

    - 첫째, 시민들의 생활환경, 문화 및 여가, 주택, 자연환경 등 삶의 질을 향상함.

    - 둘째, 자연자원과 역사자원을 통한 서울의 정체성 확립과 이를 통한 서울의 역사

와 문화의 복원 및 창조를 지향함.

    - 셋째,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환경협약에 따른 국제정세를 반영한 녹색산업으로의 

전환함.

    - 넷째, 노후한 도시기반시설의 관리 및 첨단화를 통한 도시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

고함.

    - 다섯째, 대도시권의 성장에 따른 대결구도 지양과 상생적 협력관계 형성을 통한 

국제경쟁력을 제고함.

S-O 전략 W-T 전략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
한강, 남산 등 자연환경의 활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 정립
역사문화 자원과 주변지역 관리의 기준정립을 통한 역사

문화도시 위상 정립
문화컨텐츠의 보유와 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한 

새로운 도시문화 창조
도시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여 개발중심에서 재생중심

으로의 전환
우수한 인적자원과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첨단기업의 유치 

및 지원
서울, 경기지역의 산업특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생

(win-win)전략 수립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활 및 공공 서비스 확충, 세대간 갈
등 조성, 건강한 노인인력 활용을 위한 일자리 시스템 변
화 등 대비

육아, 보육, 교육 서비스의 향상 및 다인가구에 대한 주택 
인센티브 등 저출산 문제 대응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주택, 의료, 생활환경, 여가 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 차원의 대응

스마트성장 및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양극화 완화 및 도시
효율성 제고

기후변화 및 국제협약에 대비한 연관 산업의 경쟁력 제고
도시구조, 재생에너지, 건축물 등의 차원에서 환경 친화적

인 시책들의 적극적 수용
한강, 남산 등의 자연자원과, 4대궁, 성곽 등 서울의 주요

한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리철학 정립
경기, 인천과의 경쟁을 지양하고 상생과 협력관계 구축
노후한 기반시설의 지속적 관리와 첨단화를 통한 도시 경

쟁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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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 자문단 (2012)

1) 1차 회의

일 시 2012년 6월 18일 (월) / 9:30~11:30

장 소  서울시청 13층 대회의실 

참 석
(36명)

[자문단] 김세용, 김영수, 김환석, 민만기, 박창근, 변창흠, 손의영, 송인호, 이숙진, 이세걸, 전상인, 
        김기호, 전효관, 최막중, 홍인옥 (15명) 
[서울시] 김상범/제1부시장, 문승국/제2부시장, 정수용/정책기획관, 서왕진/정책특보,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이대현/미래창안담당관 외 8인(15명) 
[연구원] 이주일, 김인희, 정숙영, 황하, 김희주, 박희락 (6명)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방향

시민참여에 의한 기본계획 수립

• 시민참여단 100인이 서울시민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으므로 온라인 등 보완적인 

방법 병행이 필요함.

• 전문가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 시민들에게 학습 기회 제공

❚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방안

전문가 자문단의 역할 및 참여수준 설정 필요  

• 역할 및 기능: 도시기본계획의 형식과 틀, 검토과제, 시민참여방안 등 방법론에 대

한 총괄 기획

• 적극적 참여: 주요 의제 및 이슈에 대해서 발제, 제안, 원고 작업 등 

• 소극적 참여: 서울시 또는 연구진 발제에 대한 토론 및 의견 개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범위 합의 필요  

• 대안 1: 자문단 7월 말까지만 운영 완료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기본계획 TF로 활동

을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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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2: 자문단을 해단하지 않고 TF 활동 시 주요 의사결정 및 조정 주체로서의 역

할을 담당함.  

전문가 자문단 회의 일정 및 토론 주제 조정 필요 

• 대안 1: 주로 기획 논의에 집중(자문단 역할, 시민참여단 구성, TF 조직 및 분과구성 등)  

• 대안 2: 기획 논의+내용 논의(계획방법론과 함께 주요 이슈나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 

❚ 시민참여 방안 및 시민참여단 구성방법 

• 시민참여단의 규모, 참여범위, 시민참여단 외의 방법(온라인, SNS, 이벤트), 전문

가의 역할 등 시민참여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2) 2차 회의

일 시 2012년 6월 27일 (수) / 9:30~12:00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간담회장 

참 석

시정연(2인) : 이주일, 김인희
서울시(4인) :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서왕진/정책특보, 정수용/정책기획관,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문단(13인) : 김기호, 김영수, 김정열, 김환석, 민만기, 변창흠, 승효상, 전병유,  전상인, 
             전효관, 정  석, 홍인옥, 황희연

불참자 김세용, 박창근, 손의영, 송인호, 오충현, 이세걸, 이숙진, 최막중 (총 8인)

❚ 시민참여단의 구성방법과 역할

시민참여단의 규모

• 초기에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폭넓게 참여를 유도하고, 일정 단계를 거치면서 구체

적인 시민참여단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함. 초기에는 개방된 형태의 큰 규모로 참여

단을 구성하는 것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역할의 조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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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의 참여범위

• 시민참여단의 역할범위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① 기존 방식대로 시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하고, 이를 전문가가 받아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

는 형태, ② 런던플랜과 같이 2단계로 나누어 초기에 비전과 이슈를 설정하는 작업

을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수립하고, 2단계에서 전문가가 세부적인 계획안을 작성하

는 형태, ③ 시민이 주도적으로 계획의 시작과 끝까지 참여하여 최종결정까지 시민

이 하게 하는 방식임.

시민참여단 운영방식

• 시민참여는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고, 스스로 참여하면서 성

취감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진행되어야 함.

• 시민참여단이 도시기본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준

하는 시민도시계획위원회를 만들어 상시화 하는 것도 방법임.

• 이해관계자를 참여단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9majors로 이해관계자를 구분하여 참여시키는 사례가 있음.

자문단의 역할과 운영 방법

• 기존 계획에 대한 수정과 보완의 작업을 누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 나갈 것인

가 하는 점과, 이미 세워놓은 기존 계획의 골격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골격 자체

를 흔들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함.

❚ 석학초청토론회 개최방안

주제에 관한 사항

• 한반도 통일로 인한 변화, 행복도시 건설로 인한 서울시의 영향, 밀집도시에서 녹지

와 공간의 문제, 최근 상실되고 있는 GB문제, 인구변화에 따른 문제 등 전통적인 주

제도 다룰 필요가 있음.

• 숙의의 과정을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개론수준의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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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시기에 관한 사항

• 토론회가 시민참여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면 시민참여단 구성 등의 일정

을 고려하여 개최시기를 결정해야 함.

토론회 후 추가 논의사항

• 일반적 시민참여는 100명, 직능단체 30명 정도로 구성하는 방안 검토. 이들의 역할

은 비전설정과 핵심적인 이슈 설정으로 한정함. 

• 온라인 토론자와 같은 형태로 한 1,000명 정도로 해서 숫자에 대한 욕구는 보완하

는 것으로 함.

• 30명은 이슈를 구체화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함. 미래상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이슈에 대한(한 10가지 정도) 토론을 통해(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결정해야 함.

• 시민참여단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민참여단 외의 사람들을 위해 설문조사와 온

라인을 통해 시민참여의 통로를 마련함.

3) 3차 회의

일 시 2012년 7월 9일 (월) / 9:00~11:00
장 소  서울시청 기획상황실

참 석

시정연(2인) : 이주일, 김인희
서울시(2인) : 정수용/정책기획관,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자문단(16인) : 김기호, 김영수, 김정열, 김환석, 민만기, 박창근, 변창흠, 손의영, 오충현, 
             이세걸, 전병유, 전상인, 전효관, 정  석, 최막중, 홍인옥

❚ 시민참여단의 규모, 선발방식, 의견수렴방식, 운영방식

시민참여단의 규모

• 시민패널은 정보를 받고 민주적인 토론을 거치는 숙의의 주체임. 그들은 전문가이

거나 이해관계 대표가 아니어야 함(이해관계대표자는 단체대표자도 포함됨). 통계

적 대표성은 100명이든, 200명이든 차이가 없으며, 100명이 진정한 숙의를 거치

는 의미에서는 작은 크기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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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의 선발방식 

• 숙의방식을 채택한다면, 시간이 되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집중 될 것이므로, 랜덤 

샘플링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시가 필요함.

의견수렴방식 (숙의방식)

• 시민패널은 시민배심원 역할이며, 일반시민의 양심을 믿어야 함. 숙의방식을 사용

했었던 과거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시민의 의견을 믿어도 된다는 것과 자기의견을 

주장하는 사람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음. 똑같은 발언권을 통해 집단토론

을 해야 함.

• 숙의는 한정된 이슈에 적합하며, 서울시의 많은 이슈는 숙의로 결정하기 어려움.

운영방식

• 다양한 시민의견을 온･오프라인으로 수렴할 때 어떻게 어우러져 운영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시민의 역할은 미래상 설정이며, 그 상세한 전략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가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각 주체별 역할

• 시민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최종결정을 자문단이 하는 등 전

문가 자문단의 역할이 과다하게 설정되어 있음. 시민참여단의 대표도 자문단에 포

함하는 방안을 검토함.

• MP단을 구성하여 계획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가장 중요한 주체가 시민이므로 시민참여단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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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본계획의 형식과 편제

새로운 도시기본계획의 의미

• 시민이 상충되는 가치에 대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재산권이 제한되더라도 어떤 

가치를 중요시 할 것인가를 시민 스스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시민참여에서 논의할 

내용임. 그리고 그 가치의 선택을 시민이 직접 했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임.

• 시민패널이 모여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서로 상충된 이슈에 대

한 선택에 대해 왜 상충이 되며,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숙의를 통해 논의

해야 한다고 생각함.

계획편제 개편방향

• 도시기본계획 편제에 있어서 시민용과 실무용으로 나누어 이원화 방안을 검토함. 

그러나 그동안의 기본계획은 내용상 이율배반적이었으며,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많았으나 백화점식으로 넣었던 것이 문제였음. 따라서 무엇을 버리고 취할 것인가

에 대한 시민의견이 필요하며, 그 의견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심층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4) 4차 회의

일 시 2012년 7월 16일 (월) /14:00~16:00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참 석
(18인)

자문단(11인) : 김기호, 김세용, 김정열, 김환석, 민만기, 송인호, 이세걸, 전상인, 전효관, 최막중, 
홍인옥

서울시(5인) : 문승국/행정2부시장,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정수용/정책기획관,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서왕진/정책특보
시정연(2인) : 이주일, 김인희

도시계획의 인문사회학적 가치와 철학

• 도시계획에 인문사회학적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다는 내용은 모두 찬성함. 일반적

으로 잘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던 내용임. 따라서 서울이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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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에서 기억을 저장하고, 장소를 기념할 구체적 실천이 어떤 식으로 마련되어져

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계획의 추진체계 및 MP단 역할 

• 나인메이저그룹에 장애인도 고려되어야 함.

• 자문단은 필요시 모여서 보고 및 자문역할을 수행함. 보다 활동적으로 임하실 분을 

중심으로 MP단이 이루어지면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음.

• 이번에 수립될 도시기본계획은 작년에 마친 용역상태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 속

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보며, 자문하며, 수정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어떠한 역할

을 할 것인지를 논해야 하는 상황임.

• 가장 중요한 이슈는 2가지로, 시민참여 및 시민과의 공감이 부족했다는 것과 인문

학적 가치에 대한 성찰이 필요했기에 논의된 것임. 따라서 기존의 계획이 무력화 되

는 것이 아닌 시민참여의 부분과 인문학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이슈와 다

른 이슈 발견 시 부문별 계획과 이슈별 계획에서 동의가 필요함.

계획단계별 시민참여 규모

• 근본적으로 시민참여라는 부분에서 숙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이나 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님. 특히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숙의는 잘 맞지 않음. 숙의는 이미 형성

된 쟁점에 대한 판단이며 한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므로 전 과정에서 3~5개만 할 

수 있음. 그러나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이슈를 다루는 것이 수십 개, 수백 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므로 잘 맞지 않음. 따라서 숙의를 채택한다면 100 + α 로 하

며, 시민참여는 2Tracks로 진행, TF에는 나인메이저가 참여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

움. 규모를 고려할 경우 숙의를 채택하면 많이 늘리기는 힘든 상황임.

• 규모나 참여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100인 이상~200인 이내로 실

시하는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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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차 회의

일 시 2012년 7월 23일 (월) / 08:00~10:30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7층 기획상황실

참 석
(22인)

자문단(16인) : 김기호, 송도영, 김세용, 김영수, 김정열, 김환석, 박창근, 변창흠, 손의영, 송인호, 
             오충현, 이세걸, 이숙진, 전상인, 전효관, 정 석
서울시(4인) : 정효성/기획조정실장, 정수용/정책기획관, 이제원/도시계획국장,  안윤교/정책보좌관, 
            (서왕진/정책특보 代 )
시정연(2인) : 이주일, 김인희

총괄 MP 결정 방법 및 분과 MP 구성방안

• 서울시가 자문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총괄MP를 선정하는 것으로 함.

• 총괄MP, 분과별 MP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서울의 미래상 설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회의방식

• 미래상 설정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숙의, 의사결정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토론 

중심으로 된다는 것은 결론을 도달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음. 모두가 토론하는 것

은 좋으나 퍼실리테이터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임.

• 합의회의라고 하기 보다는 문제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잡길 바람. 문제가 무엇인지, 

발굴된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

하길 바람.

• 전문가가 발굴한 안들이 있을 것임. 시민들이 숙지를 하고, 기존에 아무것도 없는 

기반에서 토론을 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논의를 제공하고 토론할 것인지에 대

한 검토가 필요함.

• 숙의 100명 역할을 구체화 하여야 할 것임. 합의까지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임.

• 합의와 판단을 내린다면 결정을 하기보다는 미래상이나 중요한 과제에 대해 어떻

게 생각하고,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함. 거기서 더 나아

가, 온라인 참여단이 있다면 온라인에서의 의견과 조정은 어떠한 것인지, 시민계획

단과의 관계 등은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등 그들 사이 트랙의 활용에 대해 고민이 필

요함.

• 다루는 주제를 slim down 하는 것은 어떠할지, 서울시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지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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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합 

구분 일시 주요 논의 내용 주요 결과

자문단
1차

06.18
(월)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방
향에 대한 사항 

․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 방안 및 시민참여단 구성

에 관한 사항 

1.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 수립 관련 
 ․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시민참여 확대는 바람직하나, 참여자 대

표성 확보를 위한 구성 방법 등 보완필요
 ․ 시민참여 수준과 방법에 대한 면밀한 논의 필요
2. 계획형태 및 접근방법에 관한 사항
 ․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 시 전략계획 형태로 수립하는 것이 바

람직
 ․ 수립과정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모색
3. 효과적인 자문단 운영과 계획 수립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자문단 운영과 향후 추진방법 및 전문가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본격적인 추진필요
 ․ 자문단회의는 분야별 회의 보다는 전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는 전체회의 형태로 추진

자문단
2차

06.27
(수)

․ 시민참여단의 구성방법과 역할, 의사
결정의 수준과 방법 등

․ 자문단의 역할과 운영 방법, 향후 
TF의 역할과 자문단의 역할

․ 석학초청회의 개최 방식과 주제

1. 계획수립과정에의 시민참여방안
 ․ 시민참여단 규모 및 구성 방법 : 시에서 세부내용 구체화
 ․ 참여방법과 수준 : 다원화된 시민참여방안 검토
2. 자문단의 기능과 역할
 ․ 수립과정에서 전문가 역할 세분화와 책임성 부여방안 적극검토
3. 석학초청 토론회 개최 관련 
 ․ 토론회 주제 및 일정 관련 (전통적 주제추가반영, 서울시만의 

특성화된 주제선택 필요)
 ․ 전상인 교수 협의 후 토론회 주제 확정

자문단
3차

07.09
(월)

․ 시민참여방안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체계

․ 기존 도시기본계획안 진단
․ 도시기본계획의 형식과 편제

1. 계획수립과정에의 시민참여방안
 ․ 시민참여단의 의견수렴방식(숙의)에 대한 면밀한 논의 필요
2. 자문단의 기능과 역할
 ․ 전문가 자문단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MP체제 요망
3. 도시기본계획의 형식과 편제 
 ․ 전략계획으로 하되 충분한 논의 필요

자문단
4차

07.16
(월)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인문사회학적 가치 철학 

․ 시민참여 방안 등 3차 회의 논의사
항 추가 정리 및 보고

1. 계획의 추진체계 및 MP단 역할
 ․ MP단 책임 운영제 고려 요망 
2. 계획단계별 시민참여 규모 
 ․ 시민참여단 규모는 숙의 채택 시 100 + a로 고려하며, 시민

참여는 2Tracks로 진행, TF에는 나인메이저 참여

자문단
5차

07.23
(월)

․ 도시의 미래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 계획 수립 추진체계, 시민참여 방법, 

자문단 향후 운영사항 등
․ 서울의 미래상을 시민이 정하는 합

의 회의

1. 총괄MP결정 방법 및 분과 MP 구성방안
 ․ 시의 검토를 통해 MP 선정 
 ․ 분과 범위를 포괄적으로 한 후, 분과 MP 선정
 ․ 구성체계상 자문단장의 위치 고려
2. 네이밍
 ․ 법정계획이므로 부제사용,‘시민계획단’이 적합, 온라인참여단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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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P단 회의

1) 1차 회의

일 시 2012년 8월 17일 (금) / 10:00~11:30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6층 회의실 

참 석
(13인)

[MP단] 권원용_서울시립대 교수, 남부원_YMCA 한국연맹 사무총장, 김환석_국민대 교수
[서울시] 정효성_기획조정실장, 정수용_정책기획관, 이제원_도시계획국장, 안균오_정책보좌관, 
        이대현_미래창안담당관, 임창수, 이은중
[서울연] 이주일, 김인희, 정숙영 

시민참여단 진행일정 및 모집방법 

• 출범식 및 1차 OT, 2차 OT, 본회의 등으로 구성 

• 시민참여단에 외국인 포함하는 방안 검토 

• 청소년 참여단은 별도 구성 검토

시민참여 프로그램 구성방향

• “진정성”과 “재미”를 느낄 수 있게 구성함. 

• 시민참여단의 도시기본계획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강의

가 필요함. 

• 시간 단위의 구체적인 일정과 작업 계획 작성이 필요함.

시민대표 선정 및 퍼실리테이터 모집

• 처음부터 시민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본회의 때 자연스럽게 적합한 인물을 선출함.

• 전체 100인 회의 때 능숙하게 사회를 볼 수 있는 전문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함. 

• 10개분임 퍼실리테이터와 기록원 필요: 퍼실리테이터는 중진 전문가보다는 대학

원생, 도시설계학회 학생기자단, 서울연구원 위촉연구원 등을 교육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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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시민참여 방안과 시민계획단과의 연계 방안 모색 필요 

• 설문조사, 홈페이지, 온라인계획단 등 시민참여단 외의 시민참여 방안과 어떻게 유

기적으로 연결시키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각종 조사결과를 시민참여단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하여 시민참여단이 보고 결정하

도록 함. 

2) 2차 회의

일 시 2012년 8월 22일 (수) / 10:00~12:40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6층 회의실 

참 석
(10인)

[MP단] 권원용_서울시립대 교수, 남부원_YMCA 한국연맹 사무총장, 김환석_국민대 교수
[서울시] 이대현_미래창안담당관, 이은중, 하동준, 심재욱 
[서울연] 이주일, 김인희, 정숙영 

시민참여단 프로그램 수정 논의

• 용어를 보다 부드럽게 수정: 강의 → 해설, 서울이야기 등 

• 회의명 수정: 1차, 2차 회의 → 예비회의 1차, 예비모임 1차 등으로 수정

• ‘국･실별 정책방향 설명’ 순서는 삭제 → 분야별 강의 때 일부 국실이 참여하는 방향

으로 조정

• ‘전문가가 본 미래상 및 핵심이슈’ 순서 삭제 → 시민이 선입견 없이 비전을 만들도

록 유도

• ‘핵심과제 의제화’ 과정 삭제 → 전문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직접 의제 세팅

을 하도록 유도

• 본회의는 2박3일 일정으로 추진하고, 본회의 3일차에 시민이 만든 2030 서울의 미

래상을 서울시장께 전달하도록 함.

청소년 참여단 구성

• 서울시 청소년담당관 협조 하에 청소년 참여단 구성

• 시민참여단과 동시 운영(출범식, 본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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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실리테이터 모집 및 교육 

• 모집: 각 분임당 1명의 퍼실리테이터 배치: 활발한 회의 촉진 및 기록･정리 역할 

• 교육: 김환석MP / 구체적인 교육일정은 추후 논의

3) 3차 회의

일 시 2012년 8월 27일 (월) / 11:00~12:20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3층 대회의실 

참 석
(10인)

[MP단] 남부원_YMCA 한국연맹 사무총장, 김환석_국민대 교수
[서울시] 이대현_미래창안담당관, 장영민, 임창수, 이은중, 하동준, 심재욱, 이기호  
[서울연] 이주일, 김인희, 정숙영, 김희주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모집 

• 일반시민은 총 100명으로 구성하고 참석률 저조 시 추가 모집 검토 

• 청소년 참여단은 총16명으로 구성 (청소년위원회 21명 중 대학생 제외)  

홍보방안 

• 보도자료, 홈페이지 팝업(서울시, 구, 서울플랜, 연구원 등), SNS, 메일링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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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토론한마당 발표자료

1. 제1차 토론한마당: 2030 서울 플랜의 인문․사회과학적 비전

전상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 도시와 계획

인류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21세기를 ‘최초의 도시 세

기’(the first urban century)라 부른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시는 ‘인류 최후의 고

향’이 될 전망이다 (존 리더, 『도시, 인류 최후의 고향』). 인류가 오늘날과 같은 진보를 

이룩하면서 지구를 지배하게 된 것은 ‘문화의 힘’이다. 자연과 세상을 이해하고 활용

하는 지식과 정보의 총체를 문화라고 한다면, 문화의 창조, 관리, 계승, 전파 등의 측

면에서 인류에게 필적하는 동식물은 없다. 그런데 문화의 힘은 도시가 원천이다. 도

시를 거대한 ‘용기’(容器, container) 혹은 박물관에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Mumford, The Culture of Cities). 도시를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라 말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도시의 승리』).

인류 문명의 동력인 도시는 자연발생한 것도 아니고 자유방임 상태에서 성장하지도 

않았다. 도시란 본질적으로 계획, 건설, 설계, 관리, (재)개발의 대상이다. 도시의 역

사는 곧 도시계획의 역사인 것이다. 고대에서부터 그랬고, 절대왕정 시대에 특히 중

요했으며, 산업화 이후에는 근대 공공계획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문제는 따라서 

‘왜’ 계획인가가 아니라 ‘어떤’ 계획인가 하는 것이다. 결국, ‘문화의 그릇’이라는 도

시 본연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과연 그것이 무엇과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는 것이 

2030 서울플랜의 핵심적 질문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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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도시계획의 회고

❚시각중심

인간의 감각들 가운데 계획행위와 가장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은 시각이다. 인간의 

5대 감각으로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을 일컫는데, 보다 원초적이고 동물적인 

것으로부터 보다 이성적이고 근대적인 것으로 순서를 매긴 결과다 (마샬 맥루한, 『미

디어의 이해』). 계몽주의도 ‘빛을 밝힌다’(enlightenment)는 의미의 시각적 개념이

다. 시각은 무엇보다 세상을 ‘보게’(see) 하고 ‘읽게’(read) 만든다. 계획의 목적은 결

국 세상을 보다 쉽게, 보다 멀리, 보다 체계적으로, 그리고 보다 정밀하게 보거나 읽도

록 만드는 데 있다. 이 때 보고 읽는 주체는 주로 통치권력과 지배계급이다. 

“시선은 권력”이라는 주장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근대사회의 이독성(易讀性, 

legibility) 향상에 주목하는 입장 (제임스 스콧, 『국가처럼 보기』), 그리고 ‘개념도시’ 

이론은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모두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도시계획의 기원은 이처럼 지배와 축적에 보다 효율적인 공간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다. 원근법의 수용이나 기하학적 심미관의 득세도 시각의 권력화와 시선의 자

본화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통계적 방법론의 만연도 마찬가지다. 통계 역시 기본적으

로 측정 가능한 정량적(定量的) 지식을 읽는 것이다. 시각중심적 도시계획 자체는 거

의 보편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권위주의 정치와 압축적 성장 과정에서 그 

정도는 좀 더 심한 편이었다.

❚공학주도 

시각중심적 접근은 자연히 기술 및 공학주도 도시계획과 짝을 이룬다. 권력과 자본이 

요구하는 공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공학중심의 물리적 도시계획이 환영

받을 수밖에 없다. “한 사람의 기술자가 만드는 도시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순차적으

로 발전된 도시보다 더 낫다”는 것은 근대 합리주의 철학의 정신이다 (데카르트, 『방

법서설』). 기능적이고 심미적이며, 거대하고 중앙집중적이며, 기하학적이며 효율적

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과학적’ 접근은 그것의 당연한 결과다 (르 코르뷔지에, 『빛

나는 도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토건국가(土建國家) 혹은 토목시정(土木市政)이라는 비판에

도 불구하고, 도시문제에 대한 공학적 대처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그것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 그리고 너무 오래간다는 점이다. 공학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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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복제형 공산품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또한 계획행위 그 자체를 계몽

적으로 인식하거나 신성시하는 일종의 ‘계획강박증’을 낳기도 한다. 공학분야의 학

문적 속성 자체가 가시적 업적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 도시관련 연구

의 관변화나 용역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게다가 공학주도의 도시계획은 정치적

으로도 불안하고 위험하다. “계획은 (계획가가 아니라) 독재자”이기 때문이다 (르 꼬

르뷔지에, 『빛나는 도시』).

❚수도계획의 부재

서울의 도시계획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한편으로 서울은 도시계획의 일반적 대

상 공간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그것에 상응하는 도

시계획이 필요한 곳이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정치적 가치를 반영하며, 특히 계획적으

로 건설된 수도는 권력의 적나라한 상징이다 (Wolfgang Sonne, Representing 

the State: Capital City Planning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수도의 도

시형태는 특정한 정치적 가치의 결과적 징표(symptom)이기도 하고 의도적 상징

(symbol)이기도 하다. 절대주의 시대 유럽 각국 수도에 화려하고 웅장하며 또한 개

성 있는 ‘바로크 도시’(Baroque city)가 등장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또한 20세기

는 전세계적으로 각 국가를 대표하는 수도 도시계획(capital city planning)이 경쟁

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비해 서울은 명실상부한 수도 도시계획이 존재한 역사가 거의 없다. 특히 20세기 

동안이 그랬다. 전반에는 서울이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후반에는 ‘국가 만들

기’(state-making)가 훨씬 더 시급하고 중요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는 수도계획을 제

대로 하지 ‘않았고’, 지방정부 서울은 그것을 미처 하지 ‘못했다’. 오늘날 서울은 ‘시민

의 도시’와 ‘국가의 도시’ 그 중간쯤 애매하게 위치하고 있다. 서울의 도시계획에 있어

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은 아쉬운 대목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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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의 그림자

❚분절과 빗장

시각중심의 공학주도 도시계획, 그리고 수도계획과 도시계획 사이의 유기적 연계 부

족에 따라 오늘날 서울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가운데 으

뜸은 서울이 점점 더 분절과 빗장의 도시로 변해간다는 점이다. 작금의 서울은 권력

과 자본, 그리고 지위 등의 측면에서 ‘가진 자들의 도시’다. 우선 경제적 빈자와 사회

적 약자들이 서울로부터 밀려나고 있다. 또한 현대판 반촌(班村)과 민촌(民村)으로 양

극화되고 있다. 1970년대에는 달동네를 중심으로 ‘빈곤의 등고선’이 그려졌지만, 오

늘날 서울에서는 빈부의 등고선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 게다가 서울의 부촌(富村)

은 ‘빗장 공동체’(gated community)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제 서울은 점점 더 ‘특

별한’ 사람들이 살기에 좋고 편한 도시가 되어 간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다분히 통치적 시각과 하향적 시선에서 도시의 효율성과 합리

성, 그리고 심미성을 추구한 결과다. 이런 식의 계층 간 공간 분리는 도시의 정치적 도

상학(political iconography) 측면에서 결코 건강한 징표가 아니다. 일찍이 아리스

토텔레스는 “성채(acropolis)는 과두정치나 군주정치에 적합하고, 평지(plain)는 민

주주의에 적합하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귀족정치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그것은 일련

의 강견(剛堅)한 장소(a number of strong places)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아리스토

텔레스, 『정치학』).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민주주의는 위험에 처하고 있는 셈이다.

❚기억상실(amnesia)

서울은 과거의 기억을 급속히 상실하고 있는 도시다. 20세기 서울의 도시역사 자체가 

식민지와 전쟁에 의한 ‘파괴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그 이후 서울의 도시계획사 또한 

보존이 아닌 개발 중심이었다. 언제부턴가 서울에는 한국이 사라지고 있다. 예컨대 지

난 2010년, 세계적이고도 역사적인 이벤트로서 G-20 정상회의가 강남에서 열렸지

만, 그곳은 서울이 아니고 한국은 더더욱 아니다. 강남 정도의 공산품 도시는 세계 도

처에 존재하는 전형적 서구 도시계획의 산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강북이 서울로 남아 

있는 것도 아니다. 한강 남북의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강북의 강남화’가 기다렸다는 

듯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강북의 피맛골은 이제 사진으로나 존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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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인 에머슨에 의하면 “도시는 기억으로 살아간다(The city lives by re-

membering)”. 그리고 기억이야말로 문화의 보고다. 그런데 서울의 기억력은 나날

이 나빠진다. 이는 서울이 도시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상실한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일이다. 세계화 시대에 서울이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global city)’가 되는 것은 마

땅한 일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울은 정체성을 가진 ‘세계도시(world city)’로 남

아 있을 필요도 있다. 필요하면 이와 관련하여 강남과 강북이 서로 차별화될 수도 있

다. 서울은 현재 노벨문학상 하나 배출하지 못한 채 기억상실의 나락에 빠지고 있다. 

이 점에서 이스탄불은 매우 대조적이다(오르한 파묵, 『이스탄불』). 

❚IT 숭배 

서울의 도시계획은 첨단 정보화를 이상적인 것으로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 2008년 

관련 법 제정 이후 ‘유비쿼터스 도시’(Ubiquitous City)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미래

의 도시개발 모델로 제시되고 있으며 서울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도시공간에 첨단 

IT 인프라를 깔아 교통, 교육, 의료, 치안,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영리한 도

시’(smart city)를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소위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보다 더 

영리한 도시’(smarter city) 담론도 성행 중이다. 이와 같은 도시 정보화는 합리성과 

효율성 증대는 물론 대외경쟁력이나 지속가능성까지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 

피할 수 없는 대세이긴 하다. 

하지만 그게 도시의 전부일 수는 없고 모든 도시가 그렇게 될 필요도 없다. 19세기 근

대 도시계획으로부터 보다 세련되고 교묘한 규율장치를 간파한 푸코는 그런 점에서 

근대도시를 ‘감옥도시’(carceral city)라고 비판했다(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그

런데 이와 같은 규율적 요소는 21세기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에서도 재현되는 양상이

다. U-City 담론에 담긴 핵심 개념들, 예컨대 정보, 질서, 등록, 감시, 기록, 처벌, 공

간분할, 정확성, 표준화, 예측가능성, 매뉴얼 등은 워낙 감옥도시의 구성 요소들이다. 

정보화 그 자체가 도시계획의 목적이 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정보화와 장소성의 

공생발전을 위해 과연 무엇과 누구를 위한 U-City인지 한번쯤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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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가트랜드 속의 서울 2030  

❚메가트랜드

작금의 시대는 일련의 메가트랜드 속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는 2030년 서울의 미래

상에 대해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세계화의 대세는, 일부 저항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멈추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세계화는 분권화와 유목화 경향을 

동반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이동성이 증가할 것이지만, 신 유목 사회는 정보

화에 의한 ‘지속적 접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유목사회와는 구별될 것이다. 정보

화는 역사상 미증유의 ‘영리한 개인’을 만들어 낼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는 전통

적인 사회집단이나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는 개인화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세계화는 불행하게도 양극화 현상과 동행할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화 시대는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부담해야 운

명을 의미하기도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나 홀로 가족’이 보편화될 공산이 높다. 이는 

부분적으로 고령화나 성 평등화 추세와도 결부될 것이다. 미래에는 에너지 문제가 매

우 심각해 질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환경공동체 규범이 제고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것이나 그것을 해결하는 것과 더불어 그것에 적응하는 일도 중요해

질 것이다. 사회적 혼란과 생태적 위기가 가중되면서 전반적으로 삶의 의미를 성찰하

는 노력이 늘어날 것이다.     

❚서울 2030

이와 같은 메가트랜드를 고려할 때 2030년의 서울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현

상이 표출될 것이다. 우선 아파트가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 스케이프로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의 존재 방식이나 활용 목적은 점차 달라질 것이다. 아파

트는 전반적으로 소형화, 호텔화, 개성화, 도심화, 임대화(賃貸化)의 길을 밟을 것이

다. 또한 2030년이 되면 사적 기능과 공적 역할, 혹은 영리 행위와 문화 활동이 혼합

된 이른바 역공간(閾空間, liminal space)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Sharon Zukin, 

Landscapes of Power). 특히 편의점이 새로운 ‘도시 인프라’로 자리 잡을 공산이 

높다. 

전반적으로 지금에 비해 옥외활동이나 노천생활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가족이나 가정의 전통적 역할과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

후변화의 영향일 것이다. 식사, 사교, 쇼핑, 레저 등의 목적으로 노변(路邊) 혹은 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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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일상의 중심공간으로 부상할 것이며, 특히 다양한 공적 공간이 ‘놀이’의 장으로 

활용되는 이른바 ‘놀이터 도시’(ludic city)가 현실화될 것이다 (Quentin Stevens, 

The Ludic City). 2030년경이 되면 서울은 보다 더 다민족․다문화사회의 모습을 띨 

것이다. 중요한 점은 현재와는 달리 다민족·다문화가 심각한 도시문제를 유발할 가

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때쯤 되면 한국에서 출생한 세대를 중심으로 언어의 장벽 

해소는 물론 참정권 행사를 통해 도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또 다른 주체로 부각

될 것이다. 

5) 2030 서울과 도시계획의 과제

2030년 경 서울이 직면할 다양한 위기와 도전,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일상생활의 변화

를 고려할 때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에는 무엇보다 ‘조화와 균형’이 중요할 것으로 전

망된다. 첫째는 감각상의 균형과 조화이다. 도시의 힘은 문화의 힘이라 할 때 ‘보이는 

도시’ 못지않게 이른바 ‘보이지 않는 도시’(invisible city)의 가치에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에 있어서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시각에 걸친 총체적 감각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도시는 기억, 욕망, 기호 등 수많은 것들의 총체이다. 도시는 

경제학 서적에서 설명하듯 교환의 장소이다. 하지만 이때 교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다. 언어, 욕망, 추억들도 교환될 수 있다”고 한다면 (칼비노, 

『보이지 않는 도시』), 양화(量化)되거나 가시화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기억과 체험, 

일상의 숨결과 체취, 시간의 두께와 토착적 지혜, 장소의 혼(Genius Loci) 같은 것들

이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는 도시계획에 있어서 인문사회과학과 기술공학적 접근의 조화와 균형이다. 한

국처럼 도시화를 급속하게 경험한 경우, 또한 도시의 물리적 인프라가 아직도 불완전

한 경우, 그리고 IT가 제공할 수 있는 각종 문명의 편의를 십분 고려할 경우, 기술공학

적 도시계획의 기여는 결코 간과될 수 없다. 그러나 2030년을 내다보는 입장에서는 

인문학적 통찰이나 사회과학적 상상력의 입지를 말로써가 아니라 인사(人事)정책이

나 제도개혁을 통해 확실히 보강할 필요가 있다. “공과대학의 도시공학과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우선 철학이나 역사 같은 인문학을 배우는 것이 좋다. 도시를 

어디에 세우느냐에 따라 주민의 장래가 결정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시오노 나나미(塩野七生)가 한 말이다. 

끝으로 세계화, 유목화, 개인화, 정보화, 양극화 등과 같은 메가트랜드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경우 미래의 도시계획에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성찰

이 요구된다. 미래에는 자유와 책임의 주체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절대적으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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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해진다. 하지만 경쟁원리와 피로사회를 치유하기 위한 도시공동체의 가치도 결코 

외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은 개인과 공동체 사이에서 적절한 공생과 접점을 

찾아야 한다. 특히 자칫 도시계획이 공공의 이름으로 사회자본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

하는 일은 경계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회자본은 창조자본(creative capital)과 

별개이다(Richard Florida, Creative Class). 도시의 힘은 문화의 힘이고, 문화의 힘

은 창조의 힘이라면 도시계획의 출발은 역시 자유와 개성, 관용, 다양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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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 토론한마당: 산업구조 및 경제활동공간의 변화와 서울 2030의 
대응

박삼옥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명예교수, 가천대학교 행정학과 석좌교수)

1) 세계적인 메가트랜드의 변화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은 크게 보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제활동공간이 변하면 삶의 공간이 변하게 되고, 또 삶의 공간이 변하면 

경제활동공간이 변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경제활동의 공간이나 삶의 

공간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런데 한 나라나 지역의 산업구

조의 변화는 세계의 경제나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메가트랜드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

다. 따라서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는 세계

적인 변화의 트랜드를 이해해야하고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를 바로 읽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세계적인 메가트랜드의 변화를 살펴보고 산업구조변화와 도시발전 및 

경제활동공간의 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전개될 메가트

랜드와 관련한 에너지체계의 변화와 경제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서울의 비전을 

위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20여 년 전인 1990년대 초에 지상에서 가장 많이 오르내리던 화두는 “세계화”와 “정

보화”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으로 이어지면서 “지식기반경제”가 큰 화두로 떠오

르게 되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무한경쟁”

에서 이겨야한다는 말이 강조되었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식기반경제의 중요

성이 부각되면서 지식의 창출과 확산 및 기술혁신이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개념으

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정보화가 거리

를 극복하게 만들어서 경제활동은 도시집중보다는 거리에 관계없이 확산될 것이라

는 주장들이 많았다. 특히 세계화의 진전으로 선진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비슷한 문화를 접하게 되고 세계의 생활공간은 비슷해지는 

방향으로 변할 것이라는 주장이 팽배했다. 그러나 정보화와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일

부 생산 활동은 세계 여러 지역으로 분산하는 경향을 띠기도 하였지만, 당시 중시여

기는 지식기반산업은 특정도시에 집중하는 경향이 완연하였다. 이는 정보화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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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원거리와의 통신과 정보의 유동을 용이하게 하였지만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 

지식을 창출하고 기술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사람과 사람의 면대면 접촉이 중

요했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문자화할 수 있는 형식적 지식(codified knowl-

edge)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지식의 창출과 혁신에 중요한 

암묵적 지식은 직접만나서 보고 느껴야 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첨단산업이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은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1990년대 말경 테헤란

로에 벤처기업의 집중, 디자인, 광고, 법률, 회계, 컨설팅, 소프트웨어 등의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서울 강남지역 집중이 이루어진 반면, 첨단제조업마저도 경기도로 분산

되어 경기도가 첨단산업의 중심지가 된 것 등은 바로 이러한 집중과 분산의 역동성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지난 20여 년 동안의 이러한 세계적인 메가트랜드는 2010년대인 오

늘날에 와서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메가트랜드에 더하여 산업의 서비스화

에 따른 “서비스세계”, “기후변화”, “인구고령화”가 세계적인 변화추세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20년은 지난 20여 년 동안의 메가트랜드에 더하여 새로운 메가

트랜드가 우리사회와 경제활동공간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인구고령화”는 지금당장은 그 영향을 별로 실감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20년 동안 이에 대해 철저하게 대처하지 않을 경우 큰 재앙이 될 수 있다. 기후

변화와 인구고령화가 중요한 메가트랜드가 되어감에 따라 앞으로는 경쟁보다는 협

력과 상생 및 지속가능성이 중요한 정책개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젠 경쟁보다는 협

력을 통한 창의와 혁신이 더 중요해지고, 위기로부터 쉽게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을 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20여 년 동안은 과거에 비하여 경제, 사

회,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할 것이며 경제활동공간은 더욱 복잡한 네트워크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2) 기후변화와 에너지체제의 변화

위에서 밝힌 메가트랜드 중에서 “기후변화”는 우리가 잘못 대응할 경우 지구의 대 참

사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급하지 않다고 여유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지

금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후변화에 세계가 적극

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금세기 말에는 지구의 평균온도가 섭씨 3도 이상 상승하

게 될 것이고 이는 수많은 동식물의 멸종을 초래하여 지구의 대참사가 우려된다는 것

이다. 이러한 대참사를 막기 위하여 금세기 말에 지구온도 상승을 섭씨 2도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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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배출을 450ppm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것에 합의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중에

서도 태양광, 풍력, 지열, 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

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20년에 유

럽연합은 전기공급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30%로 목표삼고 있다. 이는 엄청난 

에너지 체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

여 제조업 생산, 교통수단, 서비스업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에너

지 체제를 추진하고 있다. 즉, 에너지체제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는 새로운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은 에너지 체제의 변화

만 가져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 주택, 사무실, 쇼핑몰, 산업지구, 기술지구 등 수백만 개의 건물을 

발전소와 거주지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으로 건설하거나 전환함으로써 건설경

기를 활성화하여 수많은 새로운 사업체와 일자리 창출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신

재생 에너지 발전과 직접 관련한 여러 제품들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다양한 연구개

발과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통신매체와 에너지체

제의 융합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 서비스 등이 탄생하여 산업구

조를 변화시킴은 물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20년 동안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형 

권력은 그 위력이 점점 약화되고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수직적인 권력에서 

수평적인 권력으로 이동하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 커뮤니케이션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페이스북을 통한 수평적인 네트워크

와 정보 확산, 스마트폰을 통한 개임산업, 독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백과사

전 위키피디아(wikipedia) 등이 변화를 말해주는 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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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구조변화와 경제활동공간의 변화

❚발전하는 도시의 역할

이와 같은 세계적인 메가트랜드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경제활동공간은 어떻게 

변하며,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는 경제활동공간으로서 도시의 역할과 

한국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경제공간의 변화를 검토하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발전하는 도시는 항상 지역이나 국가의 산업구조변화를 이끄는 중심지역할

을 해왔다. 산업발전에서 다음과 같은 도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 산업구조변

화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도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지식 및 기술의 창출이 이루어져서 도시는 혁신의 

중심지가 된다. 도시에서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간의 접촉

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고 이는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바탕이 된다.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창출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혁신의 원천이 된다. 

서울에는 기업연구소의 입지비중이 별로 높지는 않지만 지식과 기술의 교류가 활발하

여 새로운 지식과 혁신이 이루어지는 중심지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둘째, 도시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인재들이 모여 있고 이들은 새로운 기업을 창

업하게 되며, 이 때문에 도시에는 많은 중소기업이 모여 있게 된다. 도시에 모여 있는 

중소기업들은 상호간의 물자를 교류하는 연계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시장정보, 제

품정보, 기술정보 등 무형자산을 교류하고 획득하게 된다. 이들 중에는 혁신적인 제

품을 개발하여 성공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폐쇄하는 기업도 나오

게 된다. 서울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셋째, 도시에는 창의적인 노동력이 모이게 되고 새로운 노동시장을 형성하여 산업을 

발전하게 한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서울에 인구가 계속 집중한 사례나 미

국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도시에 외국이민이 많이 모여서 질 높은 노동시장

을 형성한 것은 바로 창의적인 노동력의 집중과 노동시장의 형성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넷째, 위와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 도시는 항상 새로운 산업이 창출

되는 온상역할을 하여 지역과 국가의 산업구조변화를 선도하게 된다. 컴퓨터산업과 

같은 첨단산업은 서울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시작하여 경기도의 도시나 다른 도시로 

확산되었다. 컴퓨터소프트웨어 산업은 서울에서 신산업으로 출발하여 서울에 집중

하였으며, 최근에도 서울의 집중도는 높지만 수도권과 지방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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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다. 이는 신산업의 역사가 짧을수록 서울의 집중도가 높게 나타나며,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산하여 국가의 산업구조를 변하게 하였음을 말해준다.

위와 같은 도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

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는 쇠퇴할 수 있다. 도시가 끊임없이 기술혁신과 새로운 산업

의 도입을 통하여 산업구조변화를 이끌어나갈 때 도시는 성장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쇠퇴할 수 있다는 사례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말경

에 헨리포드를 비롯하여 많은 자동차관련 혁신적인 인력들이 디트로이트에 모이게 

되었고 이들은 경쟁적으로 엔진을 개발하고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19

세기 말경에는 디트로이트가 미국의 혁신중심지역할을 하였다. 이에 따라 20세기 초

에는 포드, 랜섬 올즈, 닷지형제들, 에이비드 던바 뷰익, 피셔형제들 등이 디트로이트

에 모여 자동차를 생산함에 따라 디트로이트의 자동차산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

다. 디트로이트는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20세기 중반까지 성장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디트로이트는 자동차의 대량생산에만 관심이 있었고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개발하는데 소홀히 함에 따라 20세기 중반부터 도시는 쇠퇴의 길을 걸

었다. 도시에는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블루칼라 워커들이 많았고 새로운 산업의 등

장은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디트로이트는 1950년 이후 인구가 절반이상인 100만 

명 이상이 감소하였고, 2008년에 디트로이트의 개인평균 소득이 미국평균소득의 

54.6%밖에 안 되는 낙후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 디트로이트의 사례나 혁신을 소홀

히 한 미국과 유럽의 다른 제조업도시들도 모두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뉴욕은 한 때 외국이민자들이 많이 모여들고 의류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위험을 감수하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는 인재들이 모이게 되어 새로운 금융서비스 

산업이 성장하였다. 이로 인해 뉴욕산업구조는 변하고 20세기 후반에 뉴욕은 부활에 

성공하였다. 도시의 산업발전 역사를 통해서 도시에서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

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공간분업의 진화

도시에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경제공간은 지속적으로 공간분업이 이루어

지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동안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집중함

에 따라 공간분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좋은 사례이다. 1970년대에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 따라 동남권에는 중화학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이 지역은 중

화학공업생산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자금마련을 위하여 은행본사와의 접촉과 

정부 관리들과의 접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중화학공업의 본사들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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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중구 종로구지역에 입지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1980년대 중반에 이미 우리

나라 100대 재벌그룹에 속하는 대기업들의 본사는 약 90%가량이 서울에 집중하였

고, 중구 및 종로구에 입지한 본사의 비중이 전국의 60%가 넘을 정도였다. 

이러한 기업본사와 생산 공장의 공간분업은 1980년대 이후 다른 형태의 공간분업으

로 변하였다. 즉, 1980년대에 첨단산업육성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서울

에 첨단산업이 집중하다가 차츰 첨단제조업공장들이 경기도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수도권에 첨단산업이, 지방에는 상대적으로 저기술산업이 모

이는 공간분업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지역에서 첨단산업의 본사는 

서울에 집중하고 공장은 경기도에 집중하여 경기도가 첨단산업생산의 중심지가 되

는 공간분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는 첨단산업과 기업의 본사들이 상대적으로 분산됨에 따라 서울은 지

식기반서비스산업이 새롭게 성장하여 새로운 공간분업이 이루어졌다. 서울은 금융, 

회계, 법률, 디자인, 광고, 기술 및 경영자문 등의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집중하고 생산 

공장들은 경기도와 지방으로 분산하게 되어 서울의 지식기반서비스업과 다른 지역

의 생산 활동으로 공간분업이 이루어지는 특성을 보이게 되었다. 서울은 항상 새로운 

산업창출의 온상이 되어 새로운 공간분업이 진화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해왔다.

❚경제활동공간변화의 특성

위와 같은 내용과 지난 20여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경제활동공간의 변화에 

대한 특성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경제활동의 공간은 어떤 의미에서 역설

적인 공간(paradox space)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간적으로 상이한 방향의 힘이 

공간에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경제활동은 공간상에서 집중과 분산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지고 새로운 공간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도시 내의 경제활동은 한

편으로는 경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로 협력하여 기술과 지식을 창출한다. 여기

에 더하여 앞으로 에너지체제는 화석연료중심에서 새로운 에너지체제가 등장하여 

진화하게 될 것이다. 

둘째, 도시에서 무형자산의 축적이 중요하다. 과거에 도시의 제조업생산과정에서 원

료나 반제품 부품의 공급을 통하여 물자의 거래가 중요하였다. 오늘날은 이에 못지않

게 특허, 디자인, 광고, 기술정보, 마케팅정보, 인적 네트워크 등 기업이 성과를 내고 

이익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비물질적 요소가 중요해졌다. 세계적인 생산네트워크에

서도 무형자산의 네트워크가 중요해졌고, 이제 서비스세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의 

핵심이 무형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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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앞으로 도시에서 수평적인 네트워크경제가 더욱 중요해진다. 전에는 물자의 공

급네트워크 등 수직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했으나 이제는 기업은 물론 개인들 간에 협

력을 통한 수평적 네트워크가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니라 상호 협력

을 통한 공생, 상생, 동반성장이 중요해져서 수평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또한 도시 

내의 기업 간은 물론, 산업클러스터 간, 지역 간,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상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넷째, 기존산업의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앞으로 기술혁신

으로 인한 공정기술의 발달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기존산업의 일자리는 별로 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등장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게 된다. 이는 산업재편과 

새로운 서비스산업의 등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4) 새로운 에너지체계의 등장과 경제변화

향후 20년동안에 일어날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활동공간의 변화는 에너지체계의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있다고 본다. 과거 20년 동안 정보통신기술과 관련한 산업의 

발전이 경제변화를 이끌었듯이 앞으로 20년 동안은 에너지체제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20년 동안 에너지체제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이

다. 세계석유생산의 정점은 이미 도달하였거나 2020년경에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석유가격이 더 상승할 것을 의미한다. 2008년 7

월 석유가격이 배럴당 $147에 달하였으나 그 후 세계경제의 둔화로 인하여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배럴당 $100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유가

는 $150에 쉽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 원유수입비용이 기록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대체에너지의 개발

이 필요하다. 

최근에 셰일가스의 개발로 인하여 앞으로 2020년까지는 가스의 전성시대가 될 것이

라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셰일가스의 개발로 가스의 에너지공급비중이 높아질 것은 

사실이지만 셰일가스의 개발이 환경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스의 개발 또한 한계

가 있다. 또한 세계 이산화탄소배출은 경제위기의 여파로 2009년에 약간 낮아지다

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는 현상이다. 한국에서 원자력발전에 의한 에너지 공급은 중

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기술혁신을 통하여 폐기물 처리기술이 혁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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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기전에는 위험이 항존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의 확대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 상당히 이루어져서 에너지 공급체제가 변

할 수밖에 없다. 세계에너지기구(IEA)의 전망에 의하면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기 위

한 “450ppm시나리오”가 실행될 경우 2030년에 수력발전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가 세계전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2%에 이르게 된다. 수력까지 포함할 경우 세

계전기의 약 40%를 재생가능에너지가 공급하게 된다. 이는 세계에너지 공급체제의 

큰 변화를 의미한다. 이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한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가 창

출될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이 각 가정과 직장의 소형 발전기를 

통하여 이루어질 경우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에너지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상호 연결하여 에너지의 효율화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

망이 구축 될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체제는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하여 새로운 변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최

근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서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구축의 실

증사업과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산업의 등장

과 일자리 창출로 경제의 큰 변화가 이루어 질 것이 예상된다. 즉, 자동화 기술변화 등

으로 화석연료분야와 중화학공업분야의 고용이 감소하고 지능형 전력망과 신재생에

너지 관련 분야의 고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직접 관련 있는 

제품들뿐만 아니라 가전제품에 들어갈 스마트칩, 전력저장기술, 연료전지, 스마트 

미터기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과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2030년경이 되면 도시의 

주택, 사무실, 쇼핑몰, 산업지구 등 수백만 개의 건물을 발전소와 거주지 역할을 동시

에 수행하는 공간으로 건설하거나 전환 될 것이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정보통신기

술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못지않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활 것이다. 또한 

생산성의 향상으로 일하는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관광, 복지, 건강, 엔터테인먼트, 문

화 등 새로운 서비스 분야의 고용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술혁신과 신사업의 창출이 도시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때, 앞으로 20년 동안 경제

활동공간의 변화도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에너지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경제만 변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에도 큰 변

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즉, 인터넷이 정보를 교환하듯 앞으로 스마트그리드를 통하여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며 에너지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이루어 질 것이다. 제러미 리

프킨은 그의 저서 [3차 산업혁명(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에서 이러한 

변화는 사회, 정치, 경제가 중앙집중형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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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030 서울플랜”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권력의 수평적 

구조가 중요해지는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도 수평적인 관계를 통하

여 자연친화적인 교육, 창의적인 교육, 기회균등적인 교육이 더욱 중요하게 될 것이

다. 창의적인 사고와 토론을 위해서는 수직적인 권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가 중요

하기 때문이다.

   

5) 서울 2030의 비전에 주는 함의

이상에서 설명한 세계적인 메가트랜드의 변화로 인한 경제, 사회의 변화가 20년 후 

서울의 비전에 주는 함의를 논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에서의 

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은 앞으로 세계적인 

메가트랜드와 함께 한국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가야할 핵심도시라는 점을 고

려할 때 그 방향은 찾을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세계적인 변화에 부응

하여 한국의 핵심도시로서 서울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필자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는 네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에너지 체제의 성공적인 구축을 통한 산업구조와 경제공간의 재편을 추

진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도시의 주요 건축물과 공공건물에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

(BEMS)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을 꾀하고 궁극적으로는 서울시 전역에 스마트그리

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공공건물과 일반가구에 태양광, 지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발전을 도입하도록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이산화탄소배출을 줄이도

록 해야 한다. 건물의 옥상은 태양광발전 또는 녹색공간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서울이 세계도시로서의 면

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존산업의 에너지효율을 꾀할 수 있는 기술혁신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산업구조를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 경제의 실현을 통하여 기술혁신과 사회문화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서울에서는 다양한 지식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경제

주체의 네트워크를 통한 무형자산의 축적이 크게 이루어지도록 함이 중요하다. 특히 

수평적 협력과 신 산업창출을 위한 혁신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지

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서울에서의 무형자산의 축적을 통하여 경기도는 물론 전

국으로 지식과 기술이 확산되도록 해야 서울과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다

고 본다. 2030년 이전에 서울시에서 스마트그리드의 전면적인 구축을 통하여 스마

트도시공간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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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녹색경제와 녹색에너지체제 구축을 통한 산업재편과 일자리 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은 지금까지 그러하였듯이 앞으로도 새로운 산업창출의 중심

지가 되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서울이 새로운 에너지체제의 구축과 관련한 기술혁신

과 일자리 창출의 중심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산업생산성 향상에 따

라 여가, 여행, 관광, 건강, 복지 서비스산업분야 고용창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넷째, 서울은 앞으로 아시아 지역의 스마트그리드 허브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다.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한 여러 기술을 개발 할 수 있

는 기술혁신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서울에서의 혁신정책은 지속적으로 강

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 다른 대도시들과의 협력은 물론 동북아 핵심도시들 

간의 수평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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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차 토론한마당: 지구 첨단기술과 미래사회, 그리고 서울의 변화

정지훈 (관동의대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 소장)

첨단기술은 미래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이런 기술들은 서울의 미

래 모습에도  긍정적, 부정적 효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데, 첨단기술의 긍정적인 효

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효과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울의 변화된 모습을 그려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첨단기술을 서울의 미래에 

접목시킬 때 주안점을 두고 바라보아야 하는 관점은 무엇이며, 미래의 서울을 어떤 

모습으로 변신시키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까? 본고에서는 주로 ICT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스마트 도시 개념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도시를 플랫폼으로 바라보는 시각

플랫폼은 원래 라틴어로 평평한 땅을 의미하는 “Plat”이라는 단어와 형태를 의미하

는 “Form”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합성어로 “평평한 땅의 형태”라는 뜻이

다. 보통 평평한 땅을 만들면, 그곳에 주로 교통수단이 드나들기 쉽다. 그래서 기차들

이 드나드는 기차 플랫폼 등이 가장 전통적으로 이용되었던 단어이다. 평평한 땅은 

결국 왕래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전체적인 가치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플랫폼을 이야기하면, 다양한 목적을 위해 공통요소를 공유하는 형태나 구

조를 의미한다. 그래서, 플랫폼이 그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공통요소가 최대

한 많이 활용이 되어 많은 양의 가치창출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도시를 플랫폼으로 본다면 어떻게 될까?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

가는 일종의 거대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진다. 이런 거대한 네트워크가 제대로 동작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요소를 제대로 조율하는 것이 도시의 존재이유이다. 그런 측면에

서 도시도 플랫폼으로 볼 수 있다. 

도시를 플랫폼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도시의 

네트워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

회적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효율적이고도 가

치중심적으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

장 중요한 문제해결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어떻게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할 것인지, 환경문제나 교통문제, 그리고 응급대응시스템(건강보건, 재해대응 등),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 등과 같은 도시의 공통 인프라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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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과 집행이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제대로 기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스마트 도시(Smart City) 개념의 부상

플랫폼으로서의 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최근의 다양한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술을 접목한 도시를 스마트 도시라고 한다. 위키

피디아(Wikipedia)의 정의에 따르면, 스마트 도시를 구성하는 축을 다음의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  스마트 경제 (smart economy): 지역사회의 경제를 활성화. ICT 기술을 이용

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히고,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은 생산성과 경제적인 인프

라가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측면

   ·  스마트 이동 (smart mobility): ICT 기술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교통시스템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이동에 들어가는 비용과 공해 등

을 감소시키는 것을 강조

   ·  스마트 환경 (smart environment): 도시를 구성하는 자연자원(natural re-

sources) 등을 ICT 기술 등을 통해 적절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도

록 하는 것

   ·  스마트 인력 (smart people): ICT 기술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적인 자본을 축적하는데 활용되도록 한다.

   ·  스마트 생활 (smart living):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이는 측면에서 ICT 기술을 활

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스마트 가버넌스 (smart governance): 시민들이 손쉽게 도시의 관련한 다양한 

의사결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미래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곳이 IBM이다. IBM에서는 스마트한 지구(Smarter Planet) 전략

의 일환으로 스마트한 도시(Smarter City)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미래형 첨단도시의 

모습을 많이 그려내고 있다.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를 위해서는 어떤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할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서울의 버스안내 시스템이라거나, 강남역 인근에 있는 미디어폴, 지하철역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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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있는 각종 터치기반의 무인디스플레이 들과 같이 무엇인가 물리적으로 실체

화되어 있는 것들이 떠오른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결국 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아가는 네트워크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사회적 가치를 높여주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운

영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런 진화를 위해서는 올바른 도시의 발전방

향에 대한 철학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기본이 되겠지만, 일단 본고에서는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논쟁은 논외로 하겠다.

보다 효율적이고도 가치중심적으로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능력을 끌어내고, 소

외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면서도 도시 인프라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컨트롤할 수 있

으려면 일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나 멋진 구조물 등을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한

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들을 스마트하게 운영할 수 있는 운영 노하우와 

이를 실질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위 스마트 도시 운영체제(Smart 

CIty Operating System)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 도시 운영체제를 구축하라

그렇다면, 스마트 시티를 위한 운영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도시는 PC나 스

마트폰과는 달라서 모든 것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움직이며, 네트워크의 말단에 해

당하는 요소들에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말단이 운영체제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분명하다면 많이들 참여를 하

면서 네트워크 효과에 의해 가치의 극대화가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네트

워크의 말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가능한 도시의 대부분의 

요소들이 모두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건물과 교

통수단, 그리고 사람들과 이들이 제공하는 여러 종류의 서비스가 될 것이다. 또한, 도

시의 인프라와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 센서 등도 날이 갈수록 중

요하게 생각될 것이다.  

운영체제는 이런 말단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 날아오는 수많은 데이

터를 일단 잘 처리해 주어야 한다.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이런 데이터들은 도시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 무슨 일이든 정보를 얻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는 것

에서 올바른 발전이 있는 법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

들이 접근해서 의미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스마트 시티 운영체제

의 첫 번째 목표를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는 수 많은 신호등, 버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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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정보 등을 지역기반으로 잘 획득해서 서비스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스마트 앱

들이나 파생 서비스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빌딩에서도 매우 다양한 정보를 얻

을 수 있다. 각각의 방의 온도, 전기사용량, 물의 사용량, 쓰레기 배출 등에 대해서 센

서가 감지해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다면 도시의 전반적인 환경과 에너지 공급 및 소비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다.

스마트 시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이곳에서 살아

가는 사람들이 자발적인 의사로 자신들의 생활정보를 개인정보와는 분리된 상태로 

수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진을 찍

거나 간단히 신고도 할 수 있으며,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도시의 발전을 위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간단히 개인용 스마트 디바이스의 

도움을 받아 제공할 수 있다면, 이 역시도 중요한 정보의 원천이 될 것이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도시의 발전에 대한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활용하면

서 시민들과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쉽게 합의를 통해 예산을 쓰고, 발전에 동참

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면, 스마트 시티 운영체제의 두 번째 목표는 빠르게 

위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동화된 제어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올바른 판단을 통해 제어가능한 스마트 말단들의 행동

을 유도하는 것이다. 빌딩이나 신호체계, 그리고 전자동화된 인프라들의 경우에는 적

절한 개입이 가능하다. 응급상황에서의 교통신호가 자연스럽게 바뀐다거나, 전기사

용이 어느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급증할 경우 에너지 공급체계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서 지역적인 정전을 방지하고 도시 인프라의 파괴를 예방하는 등의 시나리오를 생각

할 수 있다. 행사에 의해 일부지역에서 평소보다 과도한 쓰레기가 배출된다면, 청소

인력이나 계획 등의 자원투입이 쉽게 변형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운영체제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메시지를 보내서 이들

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도시의 운영이 원활해지게 하는 것도 좋은 사례이다.

이미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는 곳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Urban OS"

라는 것이 로테르담에서 열렸던 M2M(Machine-2-Machine) 컨퍼런스에서 발표

가 되었는데, F1 자동차 센서를 만드는 맥라렌(McLaren Electronic Systems)에서 

스마트폰 앱과 유사한 PlaceApps 라는 것을 통해서 도시의 다양한 데이터를 모으

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의 독특한 네트워크 운영체제 개념이었다.

아직은 원시적인 개념이지만, 근본적인 철학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을 것이다. 보다 

다양한 센서들과 스마트 디바이스들, 그리고 스마트 빌딩과 자동차 등은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다. 스마트 시티는 이와 같이 보다 커다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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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조금 더 멋지고, 바깥에 보여주기 좋

은 수준의 시설에 투자하는 그런 하드웨어 중심적인 시각에서, 가치를 중심으로 어떻

게 운영할 것인지에 초점을 둔 보다 근본적인 운영체제를 고민하는 혜안이 미래의 서

울의 발전에는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에는 본고에

서 중점적으로 언급한 ICT 기술 이외에도 주거의 형태나 건축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

술이나 정수기술 등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모든 기술들에 대해서 도시에 어

떤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적재적소에 기술을 배치할 수 있다면 도시의 

가치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첨단기술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요

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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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차 토론한마당: 서울로 가는길_서울 연구의 시공간적 확장을 
위한 시론

최종현 (통의도시연구소 소장)

❚ 머리말 

역사도시로서 서울에 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주관

하고 일본인에 의해 진행된 일련의 연구들의 목적은 조선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

한 것이었다. 광복 이후 우리도 서울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나 극히 소수에 의하여 

소수의 결과만 가끔 나왔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을 끌기 힘들었다. 역사도시로서 서울

에 관한 연구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80년에 들

어서면서부터이다. 1990년대 초기부터 관심과 더불어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면

서 그 내용도 다양해지고 깊이 역시 갖추어가고 있다. 

역사도시 서울에 대해 진행되어 온 연구는 대부분 시간적으로는 조선조 이후, 공간적

으로는 서울 도성 내부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1394년 조선 태조의 한양 정도 및 도

성 축조’라는 테마와 더불어 서울이 역사의 전면에 부각되었으며 이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었다. 조선조 한성부(漢城府)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도성과 그 내부 즉, 

궁성과 궁궐, 단묘(壇墓), 원우(園宇) 등과 공서소 및 한성부 관하의 봉수, 교량, 주거 

등에 관한 것이었다. 도성 외부에 대한 연구로는 조운으로 도성과 연결되는 한강에 

주목하는 ‘경강(京江)상업사’ 연구가 있을 뿐이다. 도성 밖 성저십리(城底十里), 외사

산 및 교(郊)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어, 최영준의 1983년 ‘조선시대 한양의 교지

역 연구’가 유일하게 있는 정도이다. 도성과 내사산 내부에 관한 연구는 꽤 많이 축적

되어 온 것에 비해 도성 밖이나 주변의 다양한 구획에 대한 연구는 애석하게도 매우 

드물다는 것이다. 

이 글은 역사도시 서울에 대한 관심과 고찰로서 시간적으로는 조선조를 뛰어넘고 공

간적으로는 한성 내부를 넘어 보다 멀리 바라보고자 한다. 서울의 역사적 관심을 고

려, 삼국시대까지 확장하고 한성 외곽의 성저십리, 외사산 등을 비롯하여 주변 군현

의 구획까지를 포괄하려 한다. 서울 외곽과 주변 군현이 어떤 맥락에서 조직되었으며 

어떤 것들이 이 조직망의 주요 내용으로 엮어졌고 고려 시대의 물리적인 상황들은 여

기에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개괄하려는 것이다. 이 고찰이 서울에 관한 인

식을 폭을 보다 넓히고 한층 더 깊고 다양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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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 밖 북쪽 삼각산(북한산) 자락에 의지하여 밀집하게 입지해 있는 사찰들은 대부

분이 삼국, 통일신라, 고려 시대에 창건된 것들이며 지금까지도 원래의 자리에 남아

서 존속하고 있다. 조선 개국 초기에 창건했던 사찰들이 폐사되거나 자리를 옮긴 것

에 비추어보면 이는 주목할 만한 점이다. 예외적으로 태조 4년에 창건한 규모가 미미

했던 소림사(少林寺)가 창의문 밖 원래의 위치에서 아직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사찰을 제외한 기타의 모든 조선조 이전의 시설들은 스스로 소멸되거나 조선조에 강

제로 훼철되어 없어졌다. 

조선조에 들어와 도성 내 한성부의 인구 증가로 인해 도성의 밀도가 증가하고 생활권

이 확장되면서 한성부가 점차 ‘도성 밖’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이런 변화의 주된 요인

은 무엇보다 인구의 증가였는데 그 원인으로 인구의 생산이 늘어났다는 점도 중요하

지만 인구의 이주가 다양한 맥락에서 증가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조선(造船) 기술

과 조운(漕運)의 발달은 이런 변화에 일조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힐 수 있다. 물줄기

를 타고 강이나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물류의 수송은 강변을 따라 새로운 취락이 

조성되는 것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경강을 축으로 하여 적당한 거리(간격)마

다 물류의 중심지가 생겨났다. 이것은 인구 이동의 결과인 동시에 정착의 계기로 작

용했다. 

‘도성 밖’ 지역에서 이런 변화를 가장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곳이 성저십

리, 즉 내사산을 기준으로 한 도성 경계의 바깥쪽과 외사산 안쪽 사이의 영역으로 외

지인들이 쉽게 접근하고 용이하게 정착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 이곳의 중요한 기반 

시설은 조운의 거점인 포구와 도성 안과 연결-접속되는 도로망과 역원들이었다.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성저십리에 거처를 잡고 정착하여 들어와 살았다. 성저십

리 안의 구체적인 영역들 각각에 정착했던 인사들의 면면은 매우 다양하다. 조선조 

명종(明宗) 선조(宣祖) 이후에는 이곳 성저십리에 정착한 인사들이 수없이 많아져서 

일일이 헤아리기 어렵다. 이런 동향을 시작한 사람은 세조대 공신의 한 사람이던 한

명회(韓明澮)이다. 그는 두모포 강 건너 남쪽 언덕에 정자를 짓고 정자 이름을 명나라 

한림학사인 예겸(倪謙)에게 청하여 ‘압구(狎鷗)’라는 호칭을 얻고 더불어 기문까지 받

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에까지도 알려지고 시문도 많이 받았다. 

도성 밖 성저십리 또는 교(郊)가 조성된 예는 태조실록에 의하면, 서대문 밖 반송정

(盤松亭), 동소문 밖 동교(東郊)와 양주(楊州) 목장뿐이다. 양주 목장이란 현재 중량천 

동쪽에서 아차산까지를 이른다. 대시(大市), 즉 운종가 종(鍾)이 주조(鑄造)된 곳인 광

주(廣州)란 현재는 남양주시 조안면 수종사(水鍾寺) 동쪽 자락으로 용진강(龍津江)에 

접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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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史書)에 한성부 지역에 대한 기록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삼국사기 백제 본

기 온조 원년부터이다. 이에 따르면 “비루와 온조가 한산(漢山-北漢山)에 도착하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가 거주할만한 곳을 찾았다”고 전한다. 그 후부터 남한산(南漢

山)과 대응하여 북한산군, 북한산성, 한성, 한양 등의 명칭으로 나타난다. 고려시대에

는 양주, 한양, 남경이라 불렸으며 조선 개국으로 한양에서 한성으로 개칭되었고 일

제강점기에는 경성(京城)이라 불렸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 중 18세기 이후 제작된 

고지도에 표현된 명칭들로는 도성(都城), 한양, 경도(京都), 경조(京兆), 경성(京城), 

수선(首善) 등 다양한 것들이 있다. 이외에 실학자인 유득공의 아들 유본예(柳本藝)는 자

신의 저술에서 ‘한경(漢京)’이라고 표현한바 있으며 성시(城市)라는 명칭도 자주 쓰였다. 

고려시대 한양부의 인구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삼경(三京)의 하나였던 남경이 자리했

던 도시였으므로 그 규모와 기반 시설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격을 갖췄으리라 짐작된

다. 고려시대 한양부에 조성되었던 기반 시설들은 조선조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용 혹

은 폐기되었을까? 고려시대 찬란하게 불교문화 및 막강했던 불교 세력들은 조선 개

국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완전히 배척되었는가? 조선왕조실

록에 따르면, 태조는 소림사를 창건했고 세조 역시 인왕산에 복세암(福世庵)을 창건

했다고 전해지므로 조선 개국 초기부터 불교가 완전히 배척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고려 역대 왕들은 현종 대부터 삼각산에 있는 사찰들로 행차했으며 숙

종 대부터는 남경까지 수시로 왕래했는데 개경과 남경 간의 간선대로는 어떠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긴다. 

조선 개국 이후 만들어진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사서에서 고려시대 서울과 그 주변

에 관련된 내용들은 그저 스쳐지나가는 정도로 미미하게만 다루어져 있다. ‘신증동국

여지승람(新曾東國輿地勝覽)’ 인물조에는 한종유(韓宗愈)와 조돈(調暾)만 열거되어 

있으며 용산 강가에 있던 주인 모를 추흥정(秋興亭)이 언급되어 있고 이인노(李仁老)

가 용산 한언국(韓彦國) 서재에서 유숙하면서 읊은 시가 있다. 고려시대 왕의 출입에 

의전을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남경역(南京驛)도 그 행방조차 알 수 없다. 군사정

권 시절에 완전히 파헤쳐서 없애버린 저자도(楮子島) 역시 고려시대 한종유의 별장지

였는데 조선조 세종이 이 섬을 자신의 딸 정의공주에게 하사하였다는 기록 정도가 있

을 뿐이다. 용산에 있던 독서당은 폐사한 절을 활용한 것이며 두모포의 독서당은 월

송암(月松庵) 경내에 설치되었고 태종의 행궁이 자리 잡았던 낙천정(樂天亭) 자리 역

시 고려시대 상원암(上院庵)이 자리했던 곳이다. 

이렇게 보면 역사도시 서울이 시공간적으로 ‘조선시대 도성 안’으로만 국한될 수 없

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서울 연구의 시공간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야하는 것인지 살

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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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산양수기(三山兩水記)의 재음미

개요

조선시대 이전이라는 시간을 중심으로 서울 안팎의 상황을 살펴보자. 

고려는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였으므로 불교 사찰이 무수히 많게, 그리고 끊임없이 각

계의 시주에 의해서 창건되었다. 왕실이나 사대부 가문 태생들이 세속을 떠나 불가에 

입문하여 머리를 깎고 왕사(王師)나 국사(國師) 등의 명망 있는 승려가 되는 것으로 인

정을 받는 것이 당연한 시대 분위기이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왕실이

나 명문 가문에서는 가족 중 최소한 한 사람은 탁발을 하고 불교에 귀의하는 것을 필수

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왕사나 국사가 되면 임금의 측근에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국가의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개국 이후 중종대까지도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고려 후기 불가에서 활동해 크게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승려로는 보우(普愚)와 지공

(指空)을 꼽을 수 있다. 지공은 인도 출신으로 인도의 불교사상을 중국과 고려에 전파

한 마지막 인도 승려다. 지공의 문도(聞道)가 되어 그의 사상을 계승한 승려들은 고려 

말과 조선 개국 초에 불교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 중 특히 불교계의 ‘삼산양

수기(三山兩水記)’는 나옹 혜근(懶翁 惠勤·1320-1376)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이것과 연관하여 주목할 점은 고려 말과 조선 개국 초의 명망 있는 승려들이 대부분 

한강 주변 산사에 머무르며 수행하다 입적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불교계가 공유하

던 이상향 또는 불가(佛家)의 입지관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고려 중기부터 고

려 말-조선 개국 초기까지 천도지로 한양부 즉 남경이 빈번하게 거론되던 배경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보우와 지공

공민왕(恭愍王) 대에 왕사로 추대되어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불교계에도 크게 영향

을 미쳤던 대표적인 승려로 태고 보우(1301-1382)가 있다. 보우는 왕사가 되었을 때 

공민왕에게 직접 한양 천도를 제의했다. 그는 공민왕 즉위 직후 왕실에 불려가 불도

에 대한 물음에 답하면서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공민왕 5년(1356)에 왕사가 

되고 원융부(圓融府)를 설치하여 선교종문(禪敎宗門)의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그 영향

으로 수백이 넘는 제자를 두었다. 보우는 13세에 불가에 입문하여 화암사에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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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27세부터 양근(揚根)의 용문산 주변 산사에서 수행했다고 하며 그 후 용문산은 

보우의 주된 수행처가 되었다. 보우는 양근 미원장 소설암에서 입적했으며 한 때는 양

주 삼각산 등안봉 태고대(登岸奉 太古臺) 아래 암자를 짓고 머물러 수행하기도 했다. 

공민왕은 왕사 보우가 남경을 추천하여 천도하기를 권하자 한양부로 천도하기 위해 

서운관서 진영서(陳永緖)에 명하여 남경의 터를 보게 했다. 그러나 윤택(尹澤)이 중 묘

청(妙淸)의 난을 거론하며 이에 반대하였고 그래서 무산되었다. 

지공(?-1363)은 충숙왕 13년(1326)에 중국 연경을 거쳐 고려의 개경으로 들어와 불

교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인도의 불교를 가장 널리 전파한 마지막 교사이기도 

한데, 원(元)나라 전성기였던 1300년 초 인도를 한 바퀴 돌아 네팔과 사기, 그리고 티

베트와 대리(大理)를 거처 연경(燕京)에서 머물다가 1326년 3월 개경에 도착했다. 지

요서(指要序)에 따르면, 개경의 감로사(甘露寺)에서 머물렀고 장단의 보봉산 자락에 

직접 터를 보고 큰 규모로 화장사(華藏寺)를 중창했다. 불전과 승당의 제도가 굉장하

며 매년 여름 승려들이 모여들어 참선하는 것에서는 양주 회암사와 갑을을 다투었고 

지공이 가져온 서축패엽경(西竺貝葉經)이 여기에 보관되었다. 천력초(天曆初) 1328

년 9월 문종(文宗) 황제의 명을 받고 원나라 연경으로 돌아가니 2년 7개월 동안 고려

에 체류하였다.

지공은 고려에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무심선(無心禪)을 전하였으며 계율과 교학에도 

원초적이고 헌신적인 변모를 보임으로써 고려 불교계 전반에 새로운 문제를 제시했

다고 평가된다. 그는 고려에 들어와 개경에 머물다가 금강산 유점사를 비롯하여 통도

사, 해인사 등 전국의 유명 사찰을 순방했으며 더불어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 지공의 

영향을 받은 승려들은 그 뒤 불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특히 그의 ‘삼산양수

기’는 나옹과 무학 등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나옹과 무학

나옹과 무학은 양주 회암사에 주로 머물며 수행, 정진했는데 나옹은 여주 신륵사에서 

입적하고 무학은 금강산 장안사 금장암에서 입적했다. 이 전후시기에 대부분의 이름 

있는 승려들은 한강 주변의 산사에 머물며 정진 수행하다가 입적했는데 나옹을 비롯

하여 백운 경한(白雲 景閑), 대지 지천(大智 智泉), 옥전 달온(玉田 達蘊), 환암 혼수(幻

庵 混脩), 목암 찬영(木庵 粲英), 조생(祖生), 조선(祖禪), 조림(祖琳), 기화(己和) 등의 

승려들이 이에 해당한다.

지공의 대표적인 수좌로 알려진 나옹은 양주 회암사에 머물면서 수행하다가 후일 회

암사를 크게 중창하고 문수회를 열었다. 그는 지공이 말한 ‘삼산양수기’를 지침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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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암사를 중창하여 불교의 중흥지로 만들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이는 불교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는 꿈이요 이상이었다. 김수온(金守溫)의 식우집(拭疣集)에 있

는 대곡사 사적기(大谷寺史蹟記), 양주 천보산 유기(楊州天寶山遊記) 등에 ‘삼산양수

지처(三山兩水之處)’라는 설명이 있는데 나옹은 그것을 신봉하고 있었다. 그는 ‘삼산

양수’를 ‘회암사를 중심으로 전면에 삼각산을 마주하고 양수는 한강의 양화진과 임진

강의 모진(毛津)이다’라고 설명한다.

나옹은 밀양으로 가라는 명을 받고 영원사로 가는 도중에 신륵사로 향하면서, “내가 

가는 길은 여흥(여주)에 당도하면 끝난다”고 하였으며 한강에 도착했을 때에는 호송

관 탁첨(卓詹)에게 “나는 지금 병이 급하니 뱃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여흥에 

도착했을 때에는 “나의 병이 더욱 심해져 여기를 지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밀양

으로 떠나기를 독촉했을 때에는 “그것은 어렵지 않다. 나는 곧 가버린다” 등의 대답을 

한 후 신륵사에서 1376년 5월 15일 입적하였는데 주위에 있던 승려들에게 “열반불

사”라며 문답을 끝냈다고 한다. 나옹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듯 혹은 의도적으로 지

체하여 한강을 떠나지 않고 입적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명성 높은 승려들의 한강 주

변에서의 입적’과 어떤 연관은 없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무학(1327-1405)는 8세에 머리를 깎고 용문사 혜명(慧明)에게 법을 묻고 원나라 연

경에 가서 지공을 뵈었으며 다음 해에는 법천사에 머물고 있는 나옹을 만났다. 그 뒤 

무령산, 오대산 등으로 순방하다가 서산(西山) 영암사에서 나옹을 만나 몇 해를 함께 

지냈으며 1356년 고려로 돌아왔다. 나옹도 원나라에서 돌아와서 천성산 원효암에 

머물렀는데 무학이 이곳에 찾아와 만났다. 이 때 나옹은 무학에게 불자(佛子)를 주었

고 그 위에 의발까지 주었으며 나옹이 회암사에서 낙성회를 베풀 때(1364)는 무학을 

청하여 수좌로 삼았다. 나옹이 입적한 후에 무학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자취를 감추

었다가 1392년 태조 이성계의 부름을 받고 왕사가 되어 회암사에 머물렀다. 

무학은 1393년부터 임금이 왕도(王都) 옮길 곳을 찾을 때 계룡산과 한양부로 불려 다

니며 동행했다. 왕사로서 태조 이성계의 극진한 대우를 받다가 1398년 3월 29일 임

금에게 청하여 회암사를 하직하고 용문사로 가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윤허하지 않았

다. 그 해 노령을 핑계로 하직하고 용문사에 있다가 금강산 장안사, 표훈사 등에도 머

물렀으며 1405년 4월 장안사 금장암에서 입적했다. 

무학이 왕도 후보지로 계룡산과 한양부를 거론하는 태조 이성계의 물음에 답한 내용

은 깊이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태조실록 1393년 2월 8일 ‘계룡산의 지세를 두루 관

람하고 임금이 왕사 자초에게 물으니 “능히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으며… 1394년 

8월 8일 남경의 구궁 자리에서 임금의 물음에 답하기를 “여기는 사면이 높고 수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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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앙이 평평하니 성을 쌓아 도읍을 정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따

라 결정하소서”라고 했다.’ 

지공의 삼산양수기 

1357년 나옹은 원나라 연경의 법원사에서 지공과 문답하는 중에 “본국에 돌아가 삼

산양수를 찾아 머문다면 불법이 자연히 일어나리라”는 답변을 얻었다. 나옹이 삼산

양수의 중심으로 회암사를 생각했다는 기록은 없으므로 확실한 결론을 낼만한 단서

는 없는데 김수온은 ‘대곡사 사적기’에서 “삼산은 삼각산으로 그 남쪽이요, 양수는 양

화, 모진의 양수이니 그 북쪽에 있다”고 썼다. 그 뒤 ‘삼산양수지처’와 관련하여 김수

온의 이 글이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것 같다. 나옹은 연경의 법원사에서 지공에게서 

‘산산양수기’를 듣고 고려로 돌아와 경상도 양주(梁州)의 천성산 원효암에 머물다가 

회암사로 돌아와 낙성회를 베풀고(1364) 공민왕의 왕사가 되었으며(1371) 회암사

를 크게 중창하고 문수회를 열었는데(1376) 이것이 대성황을 이루자 관리들이 꺼리

어 나옹에게 밀양으로 가도록 명했다. 

지공과 나옹이 ‘삼산양수기’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대담 내용 중 ‘회암사’는 한 번도 

구체적으로 대두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불교계가 지켜온 맹목적인 믿음

은 여러 해에 걸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김수온16)은 그의 형이 신미(信眉)17)라

는 이름으로 불교에 귀의한 승려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독실하게 불교를 신봉하는 

사람으로 원각사 기문 등 불교와 관련된 저술을 편찬하여 일부 유자(儒者)들에게 비

난을 받기도 했다. 그는 조선 초 세조대의 관료였지, 우리 국토의 산수 지리 체계를 이

해하거나 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김수온은 ‘삼산양수기’의 삼산

이 삼각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 삼산은 세 곳의 산을 의

미하며 양수는 두 물줄기가 나중에 하나로 합쳐 흐르는 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16) 김수온(金守溫), 1405~1477. 조선시대 문인, 자는 文良이고 호는 괴애(乖崖)이다. 본관은 영동이며 김훈(金訓)의 아들

이다. 나면서부터 영특하고 뛰어나 1438년에 진사에 급제하고, 1441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교서관 정자에 보임되었

다. 세종이 그의 재주를 듣고 특별히 명하여 집현전에 들게 하고, [치평요람]을 수찬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였다. 1450

년 병조정랑에 특별히 제수되고, 1457년 중시에 제 2인으로 입격하여 통정대부 첨지 중추원사로 발탁되었다. 1466년 

발영시에 으뜸으로 입격하여 판중추부사에 올랐다. 1459년 성종이 즉위하여 보국승록대부를 가좌하고, 1471년 영산

부원군에 봉하고 1497년에 졸하였는데, 73세였다. 시호는 문평이다. 중 신미(信眉)의 아우로 선학에 몹시 빠져 부처를 

무턱대고 신봉하는 것이 무척 심하였다. 전에 회암사(檜巖寺)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려다가 그만 두었는데 그의 

궤행이 이러하였다. 글하는 기상과는 아주 달리하므로 조정에서 끝내 관각의 직을 맡기지 않았다. 식우집이 있다.

17) 신미(信眉), 조선시대 스님. 혜각존자라 사호하였다. 도행이 훌륭하여 세조가 스승으로 대우했다. 수미(守眉)와 함께 

선도(禪道)를 널리 선양했다. 함허당(涵虛堂)의 금강경설의를 교정하여 오가해(五家解)에 넣어 책을 만들고, 선문영가

집을 교정하였다. 후에 등도가 언기주와 조정록을 모아 한 책으로 간행, 세조 2년(1456) 도갑사(道甲寺)를 수미(守眉)

와 같이 중수하고 약사여래불상 3구를 조성봉안하였다. 보은 법주사(法住寺)에 그의 부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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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곳의 산이 삼각형으로 놓인 지형에서는 그 사이가 호수가 아닌 이상 두 갈래의 물

길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이런 조건에 맞는 지형

은, 그 규모를 따지지 않는다면, 이곳저곳에서 많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당시 

불교계의 ‘삼산양수기’가 한반도, 특히 중부지역에서 의미 있으려면 삼산은 용문산, 

삼각산, 관악산이고 양수는 북한강과 남한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강과 남한

강에 의해 조성되는 수역은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지역이며 삼각산은 북한강과 남한

강이 합쳐 흐르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정남쪽 관악산과 마주 하고 있다. 삼각산과 관

악산이 마주하며 형성된 남북 축의 동쪽에 위치하는 산이 용문산이다. 오대산에서 시

작되는 용문산의 북쪽 자락에는 북한강이, 남쪽 자락에는 남한강이 휘감아 흘러오다

가 용문산 서쪽 자락에서 이 두 강이 합쳐서 서쪽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것이 한강이

다. 삼각산의 남쪽 자락에는 한양부가 한강에 임하여 있는데 한양의 의미가 (북)한산 

남쪽 자락에 의지하고 한강 북쪽에 임하여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고 고려 말 조

선 초까지 많은 명승들이 한강 주변에 머물다 입적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필자의 

삼산양수기에 대한 해석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다. 

글 언저리

조선 개국 초 한양으로 정도한 배경에는 태조 이성계의 집착에 가까웠던 천도 의지와 

고려 말 성행했던 천도 논의가 있다. ‘모두 지덕이 쇠한 탓이니 남경으로 가면 그 화가 

풀릴 것이다’ 혹은 ‘도읍을 옮기지 않으면 군신을 폐하게 될 것이다’는 등의 풍수, 도

참사상에 의거한 술수가와 승려들의 주장이 태조 이성계에게는 흘려보내지 못할 의

미 있는 것으로 다가와 계속 뇌리 속에 맴돌았을 것이다. 

불교계가 한양으로의 정도를 수용한 것은 새로운 불국토(佛國土)의 구현이라는 이상

향에 대한 의지로 이해될 수 있다. 도읍의 후보지인 계룡산과 한양에 대한 임금의 물

음에 무학이 계룡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였고 고려 남경 구궁지-한양-에 대하

여는 ‘사면이 높고 수려하며 중앙이 평평하니 성을 쌓아 도읍을 정할만 하다’고 대답

했는데 실제 지형을 살피면 이와는 다르다. 한성부 내사산의 규모와 산봉우리의 높이

는 계룡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무학이 이렇

게 답한 것은 한양의 입지가 불교계가 꿈꿔오던 이상향의 조건에 어느 정도 근접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무학 자신은 나옹과는 달리 ‘삼산양수지처’로 한양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학자(儒學者)를 자처하는 신하들의 천도에 대한 생각과 논의는 한층 더 복잡한 양

상을 보였다. 서운관원들은 통일된 목소리로 개경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을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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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굳이 천도를 해야 한다면 임진강 주변의 몇 곳을 생각할 수 있다며 도읍 후보지

로 추천했다. 권중화가 추천한 계룡산과 하륜이 천거한 무악산 남록을 제외하면 대부

분의 신하들은 당초 천도할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계룡산 신도 공사가 

중지된 후 태조 이성계는 ‘무악산 남록’과 ‘남경 구궁지’에 집착하고 있었는데 성리학

자들이었던 그의 신하들은 태조의 이런 의지를 간파한 후에는 이를 수용하여 한양으

로의 정도를 추인했다. 

결국 불교계의 이상향과 임금의 강력한 천도 의지가 어느 정도 근접하면서 한양으로

의 정도가 합의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자 성리학자 등 다른 신하들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수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혜음령과 남태령의 시각적 상징체계

점ㆍ치ㆍ현ㆍ령

산줄기를 가로질러 넘어설 때 가장 높은 곳을 고개라 한다. 조선시대까지 고개는 4개

의 단어 ‘점’ ‘치’ ‘현’ ‘령’으로 불렸는데 높이와 험준한 정도에 따라 그 표현을 세심하

게 달리 썼다. 

높고 험준한 산곡의 정도가 극에 달했을 때 ‘령(嶺)’이라 하고, 그저 높다고 인식되는 

가파른 고개는 ‘현(峴)’으로 표현했다. 비교적 낮은 산등성이를 고개로 넘을 때는 ‘치

(峙)’라 했으며 솟아오른 고개는 아니지만 완만한 둔덕을 오르는 것 같을 때는 ‘점

(岾)’이라 했다. 

‘령’과 ‘현’은 중국에서도 사용되던 글자로서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였다. ‘치’와 ‘점’

은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글자인데 ‘치’라는 글자에는 원래 고개라는 의미가 없었는

데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고개라는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조

선시대에 만들어진 군ㆍ현 지도 이곳저곳에서 이 표현을 찾아 볼 수 있다. ‘치’는 ‘우

뚝 솟아 있다(峙立)’, ‘두 산봉우리가 서로 마주 보며 우뚝 서 있다(兩峰對峙)’와 같은 

용례에서 보듯이 원래 ‘우뚝 솟다’, ‘높은 언덕’이라는 의미이다. ‘점’도 원래 중국 한

문에는 없는 글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둔덕, 완만한 오름을 이르는 데 쓰인다. 

공민왕 22년(1373) 10월 무인일, ‘선고개(鐥岾)에 머물고…’라는 대목과 조선 개국 

후 정도 후보지로 1394년 3월 4, 5일 양일간 ‘선고개(鐥岾) 불일사(佛日寺)에 가서 보

고…’라는 데에서 구체적인 용례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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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嶺)’은 강원도를 동서로 나누어 부를 때 영동, 영서라 하는 데에서 가장 구체적인 

용례를 볼 수 있는데 이 때 령은 백두대간이 북에서 남으로 꿰뚫고 내려가는 높고 험

준한 산줄기를 가리킨다. 높고 험준한 고갯길을 ‘령’이라 하기 때문에 지역을 가를 때 

영동, 영서와 같이 앞에 ‘령’을 붙인다.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에는 백두

대간의 강원도 영역에 진부령, 흘리령, 연수파령, 오색령, 대관령, 삽운령 등이 줄지

어 서 있다. 이렇듯 ‘령’은 대간, 정맥 등과 특별히 솟아올라 높고 험준한 산등성이를 

가로질러 넘어갈 때 고개 정상을 의미한다. 그 정도의 고산준령은 아니지만 비교적 

높고 가파른 산등성이를 가로질러 넘을 때의 고개에는 ‘현(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고 보인다. 중국에는 현산(峴山)이 있는데 호북성 양양(襄陽)현 남쪽에 있는 산을 지

칭한다. 

현·령의 형상을 묘사할 때 그 앞에 붙여지는 단어 중 ‘새(鳥)’자가 있다. 어떤 때는 한

자어로 ‘조’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는 같다. ‘새(鳥)’는 ‘직선’ 혹은 ‘지름

길’을 의미한다. 이 밖에 이두를 차용한 글자도 있다. 모로(毛老), 두무(頭毛) 등은 지

도의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 ‘모로현’이라고 하면 ‘돌아서 올라가는 고개’라는 뜻

이고 ‘모로(毛老)’, ‘두무(頭毛)’에 현(峴)자가 붙으면 높지만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경

사를 갖는 거대한 산의 고개를 뜻한다. ‘쌍(雙)’이라는 글자는 두 개라는 의미로, 고개

가 두 곳으로 난 경우를 의미하며 그 뒤에 현, 치 등이 붙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혜음령(惠陰嶺)과 남태령(南泰嶺)

파주(坡州)와 고양(高陽)을 남과 북으로 나누는 경계를 이루면서 동서 방향으로 이어

지는 산등에 혜음령(559m)이 있다. 그 남쪽의 고양 관내에는 벽제관이 있는 벽제역

이 있다. 이 혜음령은 고려시대부터 중요한 길목으로서 개경과 남경 사이에 있다. 이 

혜음령 위에 혜음사와 혜음원이 있었는데 고려 말기 문인 이규보(李奎報)의 문집에는 

“혜음원에서 학사 임희수의 시에 차운하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고 삼국사기를 저술

한(1145) 김부식(金富軾)의 혜음사 기문이 있다는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중요한 

사적이다. 

김부식의 혜음사 기문에는 “동남쪽 여러 고을에서 개경으로 오는 자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자는 이곳으로 길을 잡지 않는 이가 없다”, “승여(乘輿)가 남쪽으로 가는 일

이 있을 줄 모르거니와 만약 한 번이라도 불행하게 여기에 주필(駐蹕)하게 된다면 준

비가 있어야 한다 하여 드디어 별원(別院) 하나를 지었는데 또한 경치가 아름다워 불

만하다. 지금 임금이 즉위(1122, 仁宗)하자 ‘혜음’이라는 액을 하사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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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개경에서 남경으로 이어지는 이 길목 도로는 청교도(靑郊道)의 중요한 대로

였다. 충숙왕 6년(1319) 12월 ‘청교도 벽지, 청파 등 역의 아전들이 도망하여…’라는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오가는 객이 많은 역로(驛路)였다. 여기서 ‘벽지’는 벽제역을 

의미하며 ‘청파’는 淸波가 靑坡로 글자가 바뀐 것이다. 충숙왕 12년(1325)에 “역로가 

못 쓰게 된 것은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이 함부로 역마를 타고 다닌 까닭이며 어떤 자

는 개인의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공급을 받으려 하는데 그곳 관리들이 이를 금지하지 

못하여 역호(驛戶)들이 도망가게 된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원나라 지배하에 들면서 

번잡해지고 빈번한 왕래가 끊이지 않아 더 참혹하고 힘들었던 것 같다.

조선 개국 이후 역원 제도는 체제가 바뀌고 개선되었지만 도로만은 고려시대에 닦은 

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일부가 수정, 개편되었다. 남경에는 6곳의 참역이 있었는데 

영서, 청파, 노원, 남경역, 구곡, 평구가 그것이다. 조선조 한성부의 역원에는 노원, 

청파역과 보제, 이태, 전관(살곶이), 홍제원 등이, 양주의 역원에는 평구, 녹양, 쌍수

역과 광제, 광인, 상지, 도곡, 덕해, 도제원 등이 각각 속해 있었다. 광주의 역원으로는 

경안, 봉안, 낙생, 덕풍역과 사평, 판교, 동양, 말을천, 황교, 쌍용, 금척, 이부, 봉현, 

둔입, 대야, 도미, 인덕, 사근내, 정금, 광진원과 하진참 등이 속해 있었다. 과천의 역

원에는 양재역과 노량, 인덕, 미득, 오금, 오관원과 흑석참 등이 속해 있었으며 고양

의 역원에는 벽제역과 덕수, 인후, 이태, 중방원 등이 속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조선조 정도 이후 한성부에는 노원, 청파역과 전관(살곶이), 이태원 등이 

고려시대 역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보제원과 홍제원이 새로 건립된 셈이다. 홍

제원은 사현(沙峴)이 새롭게 생기면서 고려시대 창건한 사찰을 원으로 용도 변경한 

것이다. 이 사찰은 원래 고려 성종 을유년(985) 승려인 정현(鼎賢)이 창건한 것이었는

데 누각이 있어 중국 사신이 옷을 갈아입는 곳으로 만들었다. 영서와 평구, 구곡역은 

양주에 예속되었고 남경역은 보제원으로 명칭과 기능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 

남경역의 위치를 조심스럽게 추측해보면 현재 동대문 밖, 신설동 로터리에 고려대학

교 쪽으로 향하는 길목에 대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이 자리가 고려시대 남경역

지가 아닐까 한다. 이곳은 노원역에서 한양부로 진입하는 도로와 중량포에서 한양부

로 향하는 도로, 또 살곶이 다리에서 한양부로 진입하는 세 도로가 만나는 결절점이

다. 또한 백악과 응봉 북록의 성북동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흘러 안암천이 되어 흐르

는 물줄기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동쪽으로 감아 흘러 청계천과 만나는데, 이곳 대광고

등학교 자리만 지반이 솟아올라 작은 동산을 형성했다. 1930년 일제강점기 1/3000 

측량지도와 대동여지도, 동여도 등을 비교해 살펴보면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 이곳

은 고려시대 관해 건축의 입지, 특히 역원의 입지로 즐겨 사용되던 지형이다. 조선 개

국과 더불어 남경역은 보제원으로 기능과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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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과 역원의 명칭이 바뀐 곳도 여러 개 있다. 군현의 명칭으로는 고봉(高峰)이 고양

으로 바뀌었으며 역원의 명칭도 벽지(碧池)가 벽제로 바뀌었다. 벽제역은 중국 사신

이 경도 한성부에 들어오기 하루 전에 이 역에서 반드시 유숙했다. 성종 때 중국 사신

으로 조선에 온 동월(董越)은 ‘조선부(朝鮮賦)’에는 “파주에 멈추어 멀리 한성을 바라

보니 아름다운 기운이 높이 오른다. 이에 벽제를 지나고 다시 홍제에 오르면 여기가 

왕경으로 동쪽에 우뚝 솟았으니 높고 높은 삼각산으로서 자리를 정하였고 푸르고 푸

른 소나무들로 덮였다”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파주는 고양과 경계를 이루는 장령산(長領山) 혜음령이고, 높이 올

라 있다는 것은 삼각산(836m)을 가리킨다. 그 사이에는 시각적 방해물이 전혀 없었

다. 북쪽에서 서울 방면으로 접근할 때 웅장한 삼각산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며 ‘아, 

저기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는 최초의 위치가 이 혜음령이었다는 얘기다.

혜음령은 다른 시에도 등장하는데 잡곡유고 권제2에 소개된 오언절구 ‘혜음령’이 그

것이다. 

北眺天磨壯   북쪽을 보니 천마산이 장엄하고

南瞻三角雄   남쪽을 보니 삼각산이 웅장하네

     坡襟一嶺上   고개 위에서 옷깃 모두 풀어 젖히니

   快意兩都中   개경과 한성 사이라서 뜻 시원하네 

벽제역은 벽제관이라고도 불렀는데 세종 때 크게 개축하고 벽제관이라 정식으로 칭

했다. 세종은 중국 사신을 영접하기 위해 왕자와 영의정을 벽제관까지 보냈으며 전송

할 때에도 벽제관까지 갔다가 돌아오게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자가 나이가 어리다

는 이유로 영의정과 신하들에게 영접과 전송을 맡겼다. 그 후로 벽제관으로 영접 및 

전송하는 일은 직급이 점점 낮은 관원들에게 맡겨졌으며 왕과 세자는 돈의문 밖 모화

관에서 영접과 전송의 예를 차렸다. 뒤에는 홍제원을 폐지하고 인조 26년(1648)에는 

숭례문 안에 있던 태평관과 인경궁 자재를 거두어 관우를 옮겨 짓고 중국 사신이 유숙

하는 곳으로 정했다. 

북쪽의 개경 방면에서 한성부(고려시대에는 남경)쪽으로 올 때 한성부가 처음 시야에 

들어오는 곳이 혜음령이었다면, 남쪽의 과천(果川) 방면에서 한성부 쪽으로 올 때에

는 관악산 동쪽 산등어리가 그런 곳이었다. 이곳의 이름은 여우고개(狐峴)였다.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요람(靑丘要覽,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靑丘圖라 한 

것도 있다)에는 ‘여우고개’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제작한 동여도(東

輿圖-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에는 ‘여우고개’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태령(南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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嶺)’(629m)이라는 표기가 나온다. 청구도의 제작 시기는 순조 34년(1834년, 圖題

序, ‘甲年仲秋崔漢綺書’)이며 동여도는 이보다 다소 늦은 철종 대(1850년대)에 제작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년 정도의 시간 사이에 공식 지명이 바뀐 것이다.

삼남 지방에서 경도-한성부로 들어올 때나 한성부 및 그 북쪽에서 삼남 지방으로 내

려갈 때에는 모두 한강진, 사평원을 거쳐 과천으로 이어지는 대로를 지나가야 했다. 

과천은 한성부가 삼남지방으로 연결되는 교통 중추였다. 정조는 헌능으로 원행을 갈 

때나 그 밖의 다른 일 등으로 이 대로를 이용하는 빈도가 잦아지자 행궁을 조성하기까

지 했다. 일성록 정조 14년(1790) 11월 27일에는 과천-남태령이 매우 중요하게 등

장한다. “과천현 길 닦는 데 소요되는 돈과 물건을 셈하라는 명에 명년 이후부터 ‘남

태령’ 길 닦는 일에 인근의 읍과 같이 나누어 수행하는 사무를 정하여 영구히….” 이

로 미루어볼 때 고개 이름이 바뀐 것은 청구도 제작 시기의 훨씬 이전인 18세기 말경

이었다. 임금이 친히 자주 이용하여 지나는 고개이기 때문에 격을 높여 ‘령’이라고 이

름을 바꾼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남태령’이 정조대에 이렇게 하여 붙여진 명칭이라면, ‘혜음령’은 고려시대 3경 제도

가 성립되자 개경과 남경을 가르는 경계가 되면서 이 고개에 위계를 높여 ‘령’이라는 

명칭을 붙인 것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다. 서경-평양과 개경을 가르는 경계는 자비령

(慈悲嶺)인데 고려 문종 7년(1053) 10월 정사일에 등장한다. “임금이 자비령 미륵원

에 머물러 분향하고 의복을 사주하였다”고 한다. 또 목은 이색(李穡)의 기문에는 “해

도와 평양의 경계에 산이 있는데 크고 높아서 지나는 이들이 매우 괴로워하는데 그곳

이 자비령이다. 령의 북쪽은 평양에 속하고 그 남쪽은 서해도에 속했는데…”라는 내

용이 등장한다. 여기에서 ‘해도’는 서해도를 뜻하며 개경에 속하는 곳이다. 

이런 기록들로 미루어 볼 때, 삼경(三京)을 물리적으로 갈라서 구획하는 것이 ‘령’이

다. 서경과 중경을 가르는 것이 자비령, 중경과 남경을 가르는 것이 혜음령이었던 것

이다. 조선이 개국되고 정책의 변화로 이런 체제는 소멸되었지만 중국 사신은 경도, 

한성부에 들어올 때나 떠날 때에는 혜음령을 넘고 벽제관에서 하루 밤 유숙하면서 영

접과 전송을 받았다. 혜음령에 올라서 남쪽을 바라보면 웅장한 삼각산이 시야에 들어

와 심리적으로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느낌을 준다. 그로부터 한성부로 향하면서 망객

현, 여현, 박석현, 녹번현 등의 고개를 오를 때마다 웅장한 삼각산이 여행객의 시야에 

우뚝 들어선다. 

이런 혜음령, 삼각산, 남태령은 정조대에 이르러 조선시대 도성, 한성부의 새로운 시

각적 상징체계로 완전히 정착됐다. 북쪽에서 경도, 한성부로 들어오는 관문 길에 혜

음령이 있다면 남쪽 삼남지방에서 도성으로 들어오는 관문에는 남태령이 있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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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혜음령 정상에서 남쪽을 향해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태령 정상에 올라

서면 그 북쪽으로는 한강 등으로 지표고도가 확 낮아지기 때문에 웅장한 삼각산이 시

야에 직접 나타나서 여행객에게 도성, 한성부에 당도했다는 심리적 도착감을 안겨주

었던 것이다.

❚ 개경-남경 간 간선대로와 한양부 내 도로망의 재발견

개경과 남경 사이의 간선대로

고려시대에 처음 한양부로 관심과 발길을 향하게 된 배경에는 매우 실질적인 두 가지 

계기가 있었다. 북방의 적이 침입하여 적을 피해 남행할 때와 삼각산 자락에 자리 잡

고 있는 사찰을 찾아 시주하고 참배할 때였다. 고려 문종 22년(1068) 남경에 신궁을 

창건하고 숙종 9년(1104)에 한양부 백악산 남쪽에 궁궐을 지으면서부터 임금이 삼각

산에 있는 사찰들과 이 궁궐로 행차하는 일이 많았으며 이는 의종 때까지 지속되었

다. 그러나 의종 이후에는 이 지역으로의 행차가 과거와는 다른 성격을 띠었는데 공

주들과 함께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것이 주된 행차 동기였다. 

고려시대 개경과 남경을 연결하는 간선대로와 주요 도로망이 생긴 것은 고려 문종 22

년(1068) 남경에 신궁을 건설한 후 반세기쯤 뒤인 숙종대로 생각된다. 숙종 9년 남경

의 궁궐이 완성된 후 개경과 남경을 잇는 간선대로가 완성되었으며 주변 고을들을 연

결해주는 도로망이 조성된 것이다. 고려사 참역(驛)항 조에는 산예도(狻猊道)를 비롯

하여 21개의 역도를 두었다고 나오는데 그 가운데 청교도(靑郊道)는 개경과 남경을 

연결하는 간선대로를 포함하고 있었다. 하나는 청교, 통파, 마산, 벽지, 영서 역으로 

이어지는 대로였는데 현종이 잠저하던 시절 신혈사(神穴寺)를 오갈 때부터 의종(毅宗) 

대까지 삼각산에 자리 잡고 있는 사찰들(신혈사, 향림사, 장의사, 장의사, 청연사, 승

가굴, 문수굴, 인수사 등)에 임금이 시주하고 참배하러 다닐 때 이 대로가 이용되었다.

청교도 중에 한양부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간선도로에는 청교, 통파, 마산역을 거치

고 동쪽으로 향하여 견주(見州)의 녹양영, 노원, 남경역을 거쳐 한양부 경내로 들어오

게 되는 대로가 있었다. 이는 주로 왕사나 국사가 주석하여 수행하는 회암사로 연결

되는 주요 대로이기도 했다. 조선 개국 초 태조 이성계가 천도 후보지인 계룡산과 남

경으로 향하는 중 회암사에서 주석 · 수행하는 왕사 무학과 자초를 대동하러 올 때에

도 이 도로를 이용했다.

당시 개경에 속해 있던 역참에는 신예, 청교 두 곳이 있었으며 원으로는 천수, 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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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양왕, 대비, 마전, 주파 등 7곳이 있었다. 남경의 경우에는 영서, 청파, 노원, 남

경역, 구곡, 평구 등 6곳의 역과 이태, 살곶이 등 2곳의 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6개의 역참 중에서 남경을 포함한 한양부의 동, 남, 서에는 각각 노원, 청

파, 영서가 있었고 평구와 구곡은 인접한 참역도와 연결하는 기능을 한 것 같다. 구곡

(仇谷)은 춘주도(春州道)의 시발 역참 기능을, 평구(平丘)는 평구도(平丘道)의 시발 역

참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나머지 하나인 남경역은 동쪽에서 접근하

는 청교도(靑郊道)를 비롯해서 춘주도(春州道), 평구도(平丘道), 광주도(廣州道) 등 모

든 역참도가 한양부로 연결되는 결절점이 되는 곳이었다. 남경역의 위치를 설명하자

면 보제원 자리가 조선 개국 후에 역에서 원으로 위계가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여기에는 물가에 면하여 독립되어 서 있는 낮은 산봉우리가 있는데 다락이 있어 역원

의 기로(耆老)들이 모여 술을 마셨으며 조말생(趙末生)이 서문(序文)을 지었다고 한

다. 아쉽게도 구체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어떤 변화를 설명한 것이 아닐까 추측

해 본다. 한양부는 조운이나 도리(道里)에 있어서 균질하여 편리하며 개경보다 접근

성이 양호한 입지였다.

한양부 주변 도로와 부내 도로망

고려시대 개경과 한양부-남경을 연결하는 대로가 둘이 있었다고 한다. 한양부와 남

경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을까 하는 문제부터 생각해보자. 

조선 태조실록에 따르면, 고려의 남경은 백악산 남록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그 영역은 

고려 숙종 7년(1102) 3월 경진일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동으로 대봉(大峯), 남으

로 사리(沙里), 서로 기봉(岐峯), 북으로 면악(面嶽)까지 경계를 삼으소서’ 하여 왕이 

그것을 수용했다.” 여기에서 대봉이란 현재 응봉(鷹峯)을 가리킨다. ‘대(大)’는 ‘성

(盛)하다’는 뜻으로 줄기가 가장 많이 뻗어 있는 이 봉우리가 창덕궁-창경궁, 성균관, 

사간원, 종친부의 주봉이 되었는데 그래서 ‘성하다’ 즉 ‘많다’의 의미로 ‘대(大)’자로 

표현하여 쓴 것이다. 또 기봉은 인왕산을, 면악은 백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리는 

‘모래가 쌓인 곳’이라는 뜻인데 위의 기록을 세세히 살펴보면, 사리는 백악산, 인왕산

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백악산과 대봉 즉 응봉 사이에서 발원한 물줄기와 황토현 남쪽

(현 동아일보사 사옥 남쪽)에서 합수하는 곳을 지칭하며 이곳은 모래가 오랫동안 쌓

여 이루어진 사적층이었다. 

이로써 보면 남경의 궁궐 규모는 크지 않았으며 위치는 현재 경복궁 서북, 신무문 남

쪽의 낮게 솟아오른 둔덕이었다고 생각된다. 궁궐 내에 있던 누각의 숫자나 이름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고려사에 나타난 내용을 참조하자면 남명문(南明門), 연흥전(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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興殿), 천수전(天壽殿) 북녕문(北寧門) 등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누각과 원림은 

현재 청와대 자리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양부의 객사와 향교는 지명으로 보아 

현재 운현궁과 교동초등학교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곳에 한양부의 치소

가 있었던 것이다. 관아였던 치소가 이곳에 있었다면 한양부의 중심 영역도 짐작할 

수 있다. 동으로는 현 동대문 자리가 경계이며 서쪽으로는 삼청동에서 내려오는 대봉

의 제일 서쪽 줄기가 경계로 보인다. 남북으로는 명확하게 면악과 목멱산이 각각 남

과 북의 경계가 되었다고 보인다. 현재 안국동과 경복궁 동쪽을 잇는 도로에 송현(松

峴)이라는 고개 이름이 있는데 이곳이 남경과 한양부의 경계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

이 아닐까 생각된다.

고려시대 남경에 있었던 참역들의 위치는 대동여지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영서, 

청파, 노원, 평구, 구곡은 그 위치가 확인된다. 노원은 수유현 남쪽의 ‘구역(舊驛)’으

로 표기된 곳으로 생각되고 영서는 녹번산 줄기 서쪽 자락이며 청파는 지도 위치와 같

다. 구곡와 평구는 각각 한양부 중심 영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양주군 동쪽 경계에 

춘천으로 향하는 대로 경계와 여주로 연결되는 대로 경계에 있었다. 그런데 나머지 

한 역의 이름을 ‘남경’이라고 한 것은 이곳이 남경으로 드나드는 주요 출입구 역할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지형의 굴곡이 심하지 않고 물길을 따라 한양부까지 어

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그러기에는 한양부의 

동쪽 지역이 훨씬 유리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추론해 볼 때, 동쪽에서 한양부의 경

계 밖으로 5리 이내에 위치한 것이 바로 보제원이다. 보제원은 햔양부에서 3리 떨어

진 곳으로 그 북쪽에는 타락산 자락이 동남에서 끝나는 봉우리가 있었다. 

한양부 동쪽으로는 춘주도, 평구도, 광주도 등의 대로가 연결되어 있었다. 춘주도는 

감천, 구곡을 경유하고 중랑포를 통하여 남경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며, 평구도

는 남한강을 따라서 영화, 노빈, 봉안, 쳥구역을 통하고 중랑포를 경유해 남경역에 접

근하는 길이었다. 광주도는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오천, 경안, 풍덕을 통해 들어와 중

랑포를 경유해 남경역에 접근하는 길이며, 또 하나는 구흥, 낙생, 양재, 청파역에서 

한양부 남쪽으로 들어오는 길이다. 청파역은 남서쪽으로 반유, 중림, 인천부로 향하

는 도로와도 연결됐다. 청파역의 남쪽 길목으로는 한강진, 동작진, 노량진 등이 있는

데 이것들을 건너면 모두 청파역으로 접근이 용이했다.

한양부 서쪽에 있는 영서역은 청교도에 속해 있는데 역에서 남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사천(沙川), 즉 모래내와 마주하게 된다. 사천에서 동쪽으로 오다 백불(白佛)을 지나 

물길을 따라 쭉 동쪽으로 오면 삼각산 남쪽 계곡에 다다르고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장의사, 승가굴, 문수굴 등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 도로는 고려시대 역대 왕들이 즐겨 

사용하던 길이다. 한양부에 남경이 설치된 후, 삼각산 사찰에서 참배한 뒤 남경의 궁



196  ❚  부록_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기록

궐로 접근할 때는 백악산 서쪽 물길을 따라 남쪽으로 향하다가 조선시대의 창의문 고

개를 넘어가는 길이 이용되었다. 이 도로는 샛길, 지름길인 셈이었다. 

그러나 남경역에서 남경 궁궐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서쪽으로 향하여 한양부 영역을 

지나 궁궐 남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했으며 고려 당시의 이 길은 조선 개국 초에 

인위적으로 개설한 현재의 종로와는 다른 길이었다고 생각된다. 동쪽에서부터 한양

부 영역을 지나는 이 도로는 굴곡이 있고 굽은 도로이며 지금의 종로 남쪽에 개천(청

계천)에 근접하여 개천을 따라 나 있었을 것이다. 청계천은 본래 자연제방이 잘 형성

되지 않았던 하천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아마도 고려시대에 남경역에서 남경 궁궐로 

들어가는 길은 청계천의 high-water level(홍수 때 물이 가장 높게 차는 지표 고도)

을 따라 형성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그 선의 남쪽으로는 한양부 주민들의 집이 

들어설 수 없었을 것이며, 자연히 그 언저리에 길이 나서 한양부 주민들도 다니고 한

양부와 남경에 들어오는 과객들도 다니는 중요한 길이 되었음직하다. 

조선시대와 일본 강점기, 그리고 현재의 지도를 함께 놓고 비교해 보면, 청계천 2가

부터 6가 사이에는 동서로 길게 이어지는 자연형 골목의 흔적이 분명히 발견된다. 어

쩌면 이 길은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서울 역사 600년을 뛰어 넘어 고려시대로까지 연

대를 훌쩍 끌어올릴 수 있는 서울의 도시적 양상의 원형(prototype)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다. 

지형을 고려하면 청파역에서 한양부 중심으로 진입하는 데에는 현재의 남대문로가 

가장 적절한 도로 선에 가까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경역에서 서쪽으로 향하는 도로는 남경 궁궐 앞에서 끝나는 동서축 도로와 만나게 

되고, 백악산 서쪽 고개를 넘는 길은 남경 궁궐 서쪽 물길을 따라 내려와 동서축 도로

와 만나게 된다. 또 청파역에서 북쪽으로 나 있는 도로를 따라오면 이 동서축 도로와 

만나게 된다. 이 체제가 한성부의 주요 도로 선형이었으며 물길을 따라 만들어진 작

은 도로들 역시 동서축 도로에 접속되어 가로망을 형성했을 것이다. 한양부 남서 모

서리에 있는 청파역에서 한강 북쪽에 있는 행주(幸州)로 연결되는 도로 역시 고려시

대 조성되었을 것이다.

글 언저리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불교에서 유교로 국가의 통치이념이 바뀌었고, 국가

의 중심인 수도의 위치도 개경에서 한성부로 바뀌었다. 이것은 엄청나게 큰 충격을 

동반한 변화였으나 국토의 관리 체제나 기반 시설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도로체계나 

그에 따른 역원의 위치들 역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크게 변한 것이라면 모든 군현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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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가까이에 있던 사찰에는 향교가 대신 들어섰고 기타 사찰들은 산속으로 이동한 점

일 것이다. 한양부는 국가의 수도가 되면서 한성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임금이 거주하

는 궁궐과 관아 등 공공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섰다. 

특별히 한성부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대로축을 운종가(雲從街)라 하여 넓은 도로를 직

선에 가깝게 새로 조성한 것은 큰 변화였다. 도성을 쌓고 문을 만들게 되자 고려 시대

에 동쪽에 치우쳐 있던 대로망이 동서를 꿰뚫어 뻗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막혀 있던 

서쪽 두 곳이 뚫려 도로가 지나가면서 그 자리에 대소 문이 생겨났다. 또 관료들을 도

성 안에 정착시켜 정치를 해야 했으므로 기존에 살고 있던 백성들은 견주(見州)로 이

주해야만 했다. 한성부에 살고 있는 지식인, 유가(儒家)들의 수가 크게 증가했으나 이

들의 주택이 들어선 민가 주변의 물길과 기본도로는 거의 변화 없이 5백 년 동안 존속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성 밖으로 몇몇 중요시설, 단묘, 교량, 목장 등이 들어선 것

을 제외하면 고려의 흔적은 거의 사라지지 않았던 것이다. 도성 밖 산속이나 한강 물

가에 자리 잡았던 사찰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졌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조선시대 한성부에 대하여 알고자 한다면 먼저 고려시대 한양부

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도 있게 해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또 한성부와 아울러 한

성부 주변 역시 중요한 연구 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맺는 말: 서울의 위상 재정립과 정체성 발견을 위하여

위에서 다루었던 ‘삼산양수지처’는 우리 국토 안에 수없이 많은 곳에 크고 작은 규모

로 산재해 있다. 김수온이 ‘삼산양수지처’를 회암사를 중심으로 삼각산과 그 좌우의 

한강 양화진, 임진강 모진으로 보았던 것도 가능한 해석이지만, 필자는 이것을 고려 

말 조선 초기 고승들의 행적과 연관하여 그 의미를 재음미해본 것이다. 우리는 혜음

령과 남태령에서도 지형의 상황이 장소적 의미로 상징화되는 것을 확인해보았다. 고

려시대 ‘개경과 남경’ 사이의 여러 장소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게재되어 상징

이 더욱 강화되었다. 왕사나 국사가 주석하고 있던 회암사로 왕래하는 길목, 삼각산 

등허리에 산재한 절에 왕들이 참배하러 다니는 길목, 남경으로 행행하는 길목, 임금

의 명을 받들어 동-남으로 가는 관리들의 길목을 다니면서 높은 고개 마루에 올라 휴

식을 취하고 잠을 자고 시각적으로 경물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시감이나 감정들에 의

하여 특정한 장소에 의미가 부여되고 상징화되었던 것이다. 

국토, 도시, 마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행로의 동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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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게도 ‘길’은 항상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도시적 요소이

다. 위에서 보았듯이 남경을 포함하고 있는 한양부는 북쪽으로 개경과 연결되는 ‘청

교도 길’과 동남향으로 연결되는 4개의 간선대로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조선시대 한성부는 동서로 연결되는 간선대로인 운종가와 육조거리, 돈화문길, 종묘

길, 서대문-돈의문-서소문-혜화문 등과 이것들을 잇는 길들을 새롭게 조성했고 나머

지 길은 고려시대 및 그 전에 조성되었던 가로망을 별 거리낌 없이 사용해 왔다. 

서울 연구를 시공간적으로 확장해가는 과정에는 고려 숙종 대에 거론되었던 남경의 

후보지 즉 용산, 해촌, 노원 등의 위치와 영역을 정확히 밝혀내는 작업이 포함될 것이

다. 조선 개국 때 기존의 한양부 백성들이 집단으로 이주해 간 견주(見州)의 위치와 영

역 및 기능 등에 대한 연구 역시 앞으로 진행되어야할 과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종합될 때 비로소 서울이 고려 문종 21년(1067년) 양주가 남경유수관으

로 성립되면서 도시적 양상을 보이기 시작한 이후 조선시대의 한성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1,000년을 바라보는 도시의 역사상을 정리하는 동시에 서울에 대한 인

식도 심화하고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서서 제안되었던, 도시의 역사가 보이고 읽혀지는 도시, 다양성과 균형 있는 도

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 분배체계가 완비된 도시, 재생 에너지 활용과 낮은 

에너지 수요에 적응하는 도시, 걷고 싶은 도시, 운영체계가 완비된 도시, 안전한 도시

이면서 한국의 서울, 세계 속의 서울의 위상을 찾아야 한다는 논의들이었다. 기후변

화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 지구 차원에서 다뤄져야하는 전 인류의 과제이다. 또 소비 

역시 에너지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모든 자연을 절약하는 길이 우리 인류에게 부여된 

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울은 세계적ㆍ지구적 차원의 서울이기에 앞서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전국

의 지방 도시, 국토 속에서 균형 있고 상호보완적이며 열려있는 도시라야 한다. 서울

과 각각의 지방 도시들이 개성 있고 특색 있는 도시일 때, ‘세계 속의 도시’이면서 ‘세

계적 도시’가 될 수 있다. 열등의식이 없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시민생활이 보장될 

때 진정한 ‘시민의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려시대에 개경과 남경을 잇던 두 개의 간선도로, 또 각 지방에서 남

경(한성)으로 올라오던 도로들과 그 도로들의 마지막 결절점 구실을 했던 남경역, 영

서역, 청파역, 중랑포 등의 역원과 포구, 그리고 조선시대 한성부의 시각적ㆍ심리적 

최대영역을 상징했던 혜음령과 남태령 등에 대한 역사지리학적·도시사적 고찰은 현

재의 서울과 지방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도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서울이 역사도시로서 갖추고 지켜져야 할 몇 가지 지침이 있다. 그 첫째는 사대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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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역사 흔적이 배어있는 곳에서는 대규모 재개발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일부 재

벌들에 의한 재개발은 이제 없어야 한다. 재벌 그룹의 비로 쓸어내는 듯 한 재개발

(Scrapping and Building) 면적이 너무 많고 또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진행되고 있

다는 사실은 매우 위협적인요인이 된다. 그로 인해서 도시의 역사적 흔적이 쓸려나가 

없어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로 소규모 개발을 선도하고 다양한 주체의 시민들에 의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작

은 골목길이나 실개천도 보존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야만 역

사의 흔적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 밀도 있는 도시이면서도 빈 곳이 있는 도시로 유지관리 되어야만 한다. 특히 

도시가 정화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수면이나 녹지들이 적절하게 도시 속에 스며들어 

있어야하며, 이를 일생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대(大)’라는 환상

에서 깨어나야만 한다.

넷째로 ‘열려있고 소통하는 도시’라야 한다. 서울 시정에 대한 모든 옳고 그른 내용들

이 덧칠하지 않고 공개되어야 하고 새로 나타난 지식이나 정보, 역사자료들은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교육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전문가, 행정 관료의 지위가 보장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일부 야망에 취해있는 정치가들이 시정의 우두머리

가 되어서 돌출적 발상으로 시정이 진행되고 유지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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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모집방식 및 워크숍 결과

1. 시민참여단 모집방식 및 과정

❚ 조사 방법 논의

• 2012년 8월부터 약 1개월 간 서울시민참여단 모집을 실시하였음. 서울의 미래를 

구상하는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서울 시민을 모집하는 데 중점을 두

었음. 면접조사, 우편조사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이 논의 되었으나, 프로그램 진행 이

전 짧은 시간 동안 참여단을 모집해야 하는 관계로 전화조사를 통한 모집 방식을 선

택하였음.

❚ 가구 RDD 방식을 이용한 CATI 조사

• 참여단 모집을 위한 전화조사는 가구전화 RDD 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음. 과거 주

로 사용했던 등재 전화번호부는 등재하지 않은 가구가 더욱 많아 모집단 전체를 대

표하는 데 한계가 있음. 무작위로 가구 전화번호를 생성하여 조사를 하는 RDD 방

식은 모집단 포함률이 약 80% 정도로 모집단을 대표하는 데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

받고 있음. 

• RDD 시스템과 연동되는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시스

템을 활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하였음. RDD 번호 생성

은 서울 지역번호인 02를 국번으로 하여 자동으로 추출되도록 프로그램화함.  

❚ 참여단 모집 및 보고

• 시민참여단은 서울 지역을 5개 권역(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으로 

나누어 성별, 연령, 직업을 고려한 임의할당 방식으로 고르게 모집하였음.

• 자동으로 추출된 전화번호가 컴퓨터를 통해 전화로 연결되면 면접원이 직접 응답

자와 컨택하였음. 응답자와 컨택시에는 사전 준비된 시민참여단 모집 안내멘트에 

따라 진행하였음(참고자료 참조). 참여 의사를 밝히신 시민 분들에 대한 정보는 스

크립트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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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성별/연령별/직업별 할당이 채워지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당 중 모

집 인원과 남은 인원의 수를 CATI 상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면

접원 1명당 시민 한 분을 모집하는 데 4시간이 투입되었으며, 통화 안내는 평균 

20~30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모집결과  

성별, 연령별, 직업 및 계층 구성 

•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49:51로 모집되었으며, 연령별로는 40~50대가 총 51명으

로 가장 많고, 20~30대가 37명, 60대 이상이 12명으로 구성됨. 

• 일반계층 직업별로는 직장인 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업주부가 16명, 자영업자 

14명, 대학생이 13명으로 모집되었음. 특수계층으로 어르신이 6명, 장애우 3명, 

외국인 2명으로 구성됨. 

구분 소계

성별 일반계층 / 직업별 특수계층

남 여 대학생 직장인 기업인
자영
업자

전업
주부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20대 20 9 11 13 5 - - - - - 2
30대 17 7 10 - 14 - 1 2 - - -
40대 26 15 11 - 8 6 6 5 - 1 -
50대 25 10 15 - 10 1 5 7 - 2 -

60대 이상 12 8 4 - 2 - 2 2 6 　 -
계 100 49 51 13 39 7 14 16 6 3 2

[표 3-1]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성별, 연령별, 직업 및 계층별 구성 

연령별･지역별 구성 

구분 소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9 35 12 21 23

도심권 동북1권 동북2권 서북권 서남1권 서남2권 서남3권 동남1권 동남2권

20대 20 2 3 6 3 1 1 - 1 3
30대 17 1 3 5 3 - - - 2 3
40대 26 2 2 4 4 6 2 1 2 3
50대 25 3 2 4 2 3 1 1 3 6

60대 이상 12 1 3 3 1 4 - -
계 100 9 13 22 12 10 5 6 8 15

[표 3-2]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연령별, 지역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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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상 설정을 위한 시민참여단 프로그램 및 주요결과

• 시민참여단 합의회의는 10명 단위 10개의 분임으로 나누어 분임별 워크숍 및 숙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회의는 두 차례의 예비회의와 한 차례의 본회의, 모두 3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본회의는 1박 2일의 합숙으로 진행되었음. 

• 이와 아울러 청소년참여단(16명)도 시민참여단 숙의 프로그램에 따라 함께 참여하

였는데, 두 차례의 예비회의 때는 8명씩 2개의 분임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본회의 

때는 참여 인원수를 고려하여 1개의 분임으로 구성하여 진행하였음. 

• 제1차 예비회의는 “비전을 말하다”로 시민참여단 출범식과 함께 진행되었으며, ‘서

울의 주요변화와 전망’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참여단이 느끼는 

서울의 좋은 점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내가 꿈꾸는 2030 서울의 미래는 

다’에 대한 브레인라이팅(Brainwriting)을 시행하였음. 

• 제2차 예비회의는 “이슈를 말하다”로 2030년까지 서울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리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주요 핵심과제(핵심이슈)를 도출하였음. 

• 본회의는 “비전과 이슈를 만들다”로 지금까지 논의된 이슈를 바탕으로 주요쟁점에 

대한 찬반토론을 거쳐 핵심이슈의 우선순위와 2030 서울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시

민제안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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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예비회의 

❚ 세부 프로그램

출범식 및 1차 예비회의 : “비전을 말하다” 
2012/9/1(토) ｜ 서울시청 13층 대회의실

오전

09:40~10:00 20’ 참가자 등록 

10:00~10:10 10’ [개회식] 개회사

10:10~10:50 40’
[OT] 시민참여단 역할 및 진행방식
[서울이야기1] 도시기본계획의 이해 

10:50~11:00 10’ Coffee Break 

11:00~11:40 40’
[서울이야기2] 서울을 둘러싼 주요 변화 
[서울이야기3] 도시와 인간의 삶 

11:40~12:00 20’ Q&A (청중질의) 

12:00~13:00 60’ 점심식사

오후

진행 : 남부원 MP (한국YMCA 사무총장)

13:00~13:30 30’ Ice-Breaking (분임별) / 이필구_YMCA 사무국장

13:30~15:00 90’
[분임토의] 내가 느끼는 서울의 좋은점과 문제점 
2030년 서울의 바람직한 미래는?

15:00~15:30 30’ [문화공연] 

15:30~16:30 60’ [발표 및 종합토론] 분임별 발표 및 질의응답 

16:30~16:40 10’ “내가 꿈꾸는 2030 서울의 미래는  다.” 

16:40~16:50 10’ [총평] 남부원 MP 

16:50~17:00 10’ Coffee Break & 장내 정리

17:00~17:40 30’
[수여식] 위촉장 수여식 / 박원순_서울특별시장 
[인사말씀] 박원순_서울특별시장 / [기념촬영] 단체사진 촬영 

[표 3-3] 출범식 및 1차 예비회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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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 

[시민이 느끼는 서울의 좋은 점]

• 시민참여단 10개 분임 토의내용을 종합한 결과, 서울 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의 가

장 큰 장점은 ‘편리한 대중교통’으로 나타남. 다음으로는 다양한 문화 향유가 가능

하고 타 지역에 비해 문화시설이 풍부해 이용하기 편리하다는 점, 세 번째로는 우수

한 대학의 집중, 많은 지성인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었음. 

[그림 3-1] 서울의 좋은 점 우선순위 결과 

편리한 대중교통

• 저렴한 비용, 편리한 환승체계, 심야 운행,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통정보서비

스는 서울시민의 대중교통 선호를 높이는 요인임. 또한 대중교통 간 연결성이 뛰어

나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목적지 접근이 용이함. 반면, 통근시간에 이동인구 밀

집으로 인한 대중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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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 향유, 문화시설 풍부

• 문화시설 및 프로그램이 양적･질적으로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음. 대형 문화시설 이

외에도, 근린단위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이 점차 증가 추세임. 그러

나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고비용 위주의 문

화서비스 공급으로 문화여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큼.

우수 인재, 우수한 학교 집중

•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는 우수 학군이 형성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교내에

서 급식, 학부모 가정통신 SMS서비스 등, 일과 중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학

교 운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음. 또한 수많은 지성인이 거주하는 도시이기도 함.

한강변 공간, 공원 풍부

• 공원 및 녹지가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으며, 점차 문화시설, 건강증진시설 등과 결합

된 복합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원이 증가 추세임. 다만 공원 및 녹지에 대한 관

리가 소홀하고 지역 별로 공원･녹지 규모 및 접근성이 상이한 실정임.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 풍부

• 상하수도, 통신과 같은 주거환경시설, 공공화장실과 같은 공공시설은 청결하고 질

적으로 풍부하게 확보되어 있음. 그러나 청소년, 노인 등 특정 계층에게 필요한 편

의시설이나 공공시설구조물의 설계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임(청소년･노인 쉼터, 지

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 계단부 비탈면 확충 등).

수려한 자연환경

• 한강, 남산, 도봉산, 관악산 등이 서울시민의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보존가치가 높은 대상임.

역사문화자원

• 보존가치가 높은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으며, 오늘날에도 각종 문화 프로그램

의 소재와 장(場)으로 운영되는 등 현재적 가치를 이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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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도 안전한 도시

• 심야 대중교통 운행, 높은 치안수준으로 심야에도 안전한 도시임. 그러나 최근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

IT 등 첨단 인프라 발달

• 유무선 정보통신 인프라가 양적･질적으로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고, 생활편의를 높

일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이용이 편리함. 그 외, 국제적 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

는 글로벌 문화센터,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외국인 친화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국제공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며, 지방 도시와 비교할 때 다양한 취업 기회가 있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쓰레기가 적어 거리가 깨끗하며, 모든 기반시설이 골고루 

발달되어 있어 좋다는 의견이 있었음. 

[시민이 느끼는 서울의 문제점]

• 서울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높은 물가와 복잡하고 과밀한 도시환경’이 제시되었

음. 다음으로는 예산남용이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무분별한 개발 등이 문제점으

로 지적되었음. 

[그림 3-2] 서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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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가, 복잡하고 답답한 환경

• 높은 인구밀도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통량으로 혼잡비용이 증대하고 있음. 주

거지에서는 이면도로와 주차장 부족으로 아동･노인 등의 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놀

이･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주택임대료, 교통비 등 도시생활에 

필수적인 부문의 체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함.

전시행정, 예산남용, 일관성 없는 정책

• 현실과 괴리된 단편적 기준 위주의 정책공급으로 정책 수요자의 필요를 담아내지 

못함. 사회적 공감대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제신설 및 과세표준이 마련되고 있음. 일

례로 복지정책 실수요자와 법적수혜자의 불일치, 복지수혜기준의 복잡성, 복지자

금 운용의 불투명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무분별한 개발

• 무분별한 개발 및 전면철거형 주거정비사업, 재개발 열풍으로 인해 역사유산과 환

경이 파괴되고 있고, 동시에 서울의 특수성이 사라지는 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시민

의 삶을 담아내지 못하는 도시외관위주의 개발 풍속도가 그려지고 있음.

공해와 환경 악화

• 인구과밀과 교통량 증가로 인한 대기질 악화,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음.

특색없는 거리, 볼거리 부족

• 가로에 지역적 특색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간 천편일률적인 가로경관이 

형성됨.

양극화 심화

• 강남･북 구도의 지역 간 격차가 체감되고 있음. 이는 소득 수준의 격차를 넘어 기회

의 불평등까지 야기하고 있음. 공공문화시설과 프로그램, 우수 학군, 사회적 인프

라가 지역 간 소득에 따라 편중되도록 공급되어 차별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요

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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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함, 공동체 붕괴

• 생활터전에 대한 주인의식과 지역사회 내 유대를 증진할 기회가 부족하며, 개인주

의와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적 사고가 팽배함. 또한 불량주택 거주민, 노숙인 등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구성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일자리 부족

• 취업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세대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고용형태가 부족함. 또

한 신체적 장애나 학력에 따른 취업기회 및 임금수준의 불평등이 존재함.

무분별한 광고물판

• 가로의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의 난립으로 가로경관이 훼손

되고 있음.

쓰레기 등 동네환경 불량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주거여건에 따라 쓰레기 악취처리와 같은 주거환

경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존재함. 또한 불량주거지구나 굴다리 같은 지점이 지속적

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치안이 불안해 지는 등 환경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그 외, 인사동, 명동 등 일부 관광지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을 위한 서비스가 미흡, 외

국어 안내에 있어 언어적 다양성이 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브레인라이팅: “내가 꿈꾸는 2030 서울의 미래는  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 2030년 서울의 미래상에 대해서 분임토의 실시 후 각자 브레인라이팅을 작성한 결

과, 크게 8가지의 핵심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우선 소프트한 측면의 4가지 핵심키

워드를 소개하면 첫 번째 키워드는 조화, 공존, 더불어 등으로 묶이는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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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키워드는 가족, 친구, 이웃, 정(情)의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중심’, 세 번째

는 꿈, 희망, 여유 등으로 종합되는 ‘행복’, 네번째는 공정, 평등, 차별없는 등의 단

어로 엮을 수 있는 ‘공평’이었음. 

• 이렇게 도출된 키워드를 바탕으로 해석해 보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꿈꾸는 도시의 

모습은 ① 가족, 친구, 약자 등 사람을 중심하는 도시, ② 정이 있고 소통하며, 인간

적인 존엄성과 신뢰, 추억이 있는 따뜻한 도시, ③ 꿈, 희망, 즐거움, 편안함, 웃음, 

삶의 여유와 안정을 갖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도시, ④ 동등한 기회가 있고, 격차와 

차별이 없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평한 도시라고 볼 수 있음. 

• 결론적으로 핵심키워드를 종합하여 볼 때, 브레인라이팅을 통해서 본 시민들이 평

소 바라는 서울의 미래상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라고 할 수 있음.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이 구축된 도시

• 다음으로 물리적인 도시환경과 관련된 하드한 측면의 4가지 핵심키워드를 소개하

면, 첫 번째 키워드는 한강, 공원녹지 등을 중시한 ‘자연환경보전’, 두 번째 키워드

는 깨끗한 거리, 교통혼잡이 없는 도로 등과 관련된 ‘도시환경개선’, 세 번째는 글로

벌, 경쟁력, 경제적 여유, 브랜드 등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경제활력 유지’, 마지막으

로는 문화공간, 전통보전, 다양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매력있는 공간’임. 

• 이러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서울이 향후 어떠한 모습의 도시로 발전하기를 희망하

는가를 살펴보면, ① 한강, 공원녹지 등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보전 의식을 가지고 

난개발을 지양하는 도시, ② 교통혼잡이 없고, 충분한 주택이 있으며, 주차장이나 

자전거도로,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많으며, 노점상 없는 깨끗한 가로환경이 구축된 

도시, ③ 풍부한 일자리로 노숙자 없이 누구나 잘 살고, 높은 발전 가능성과 브랜드 

가치를 지니며, 경제적 여유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 ④ 문화적 고유성과 다양성을 

갖고 있으며, 방문하기 편리하고, 전통을 보전하는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를 지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상의 핵심키워드를 종합하여 볼 때,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 도시의 모습은 환경을 배려

하면서 활력과 매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이 구축된 서울’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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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브레인라이팅 키워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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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라이팅 원문

 ‣ 시민참여단 생각 

20대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는 도시
따뜻하고 정이 많은 서울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도시(다양한 연령, 다양한 국적, 다양한 직업……)
차별없이 공존하는 사회
모든 부분이 조화로운 도시
고유한 환경, 문화적 특색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를 지닌 도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고 자연이 살아 숨 쉴 것이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롭고 안전한 도시
"더" 안전한 도시
개발과 보존이 공존된 살기 좋은 도시
여유로운 서울
인구가 감소해야(떠나야) 한다
약한 자가 눈물 흘리지 않는 도시로 존재하는 것이다
여유로움 이다

30대

장애인들이 차별당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며 사는 서울
안전하고 수평적인 생태도시
세계적으로 사람과 기술과 삶의 터전이 함께 공존하며 각자 주체가 가진 존엄성이 인정되는 사회
삶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이 넘치는 도시
신뢰가 기반된 안전한 도시
전통을 보존하면서 이웃과 정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자연과 어우러지는 사회
문화가 숨 쉬는 공간
세계적인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서울(환경, 의식수준 등)
행복 가득한 복지도시
남여 차별없이 고령이 되어도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서울 되었으면 합니다
주택가에 차량이 침범하지 않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사회
갈등없는, 살맛나는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40대 

세계인이 찾는 행복이 있는 도시

서로 잘사는 도시

공원과 녹지가 많은 살기 좋은 도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다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모두 함께 잘 사는 따뜻한 서울

행복한 도시,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나와 내 아이와 내 부모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1.함께하는 친구 2.엄마의 품속 3.사람 사는 세상의중심 4.휴먼드림

문화 복지가 잘 되어 있는 행복한 사회

차별없고 모두가 공존하는 아름답고 소통하는 서울
1.부자와 가난한자가 공평하게 공존하는, 누리며 사는 서울이다
2.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존하는 서울이다
100년 전 1930년 한강물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다시 보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

이웃과 소통하는 즐거운 삶의 보장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DreamCity 

신뢰와 믿음의 서울이다

아름답고 행복한 나눔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가 아닌 여유가 묻어나는 도시이길……

오늘의 내가 아니라 미래의 내가 웃을 수 있길 바란다

기부문화 정착으로 복지국가 노인복지 최우선 국가가 솔선 효도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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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인라이팅 원문 (계속)

50대

사람이 살만한 도시
웃음이 많은 서울이었으면 좋겠다
미래의 서울은 공사장이 없고, 깨끗한 도로환경으로 쾌적한 공원이 많은, 아름다운 도시를 생각합니다. 
가로의 노점상이 없는 편리한 보도

밝고 희망찬 미래로 가는 푸른 꿈을 간직한 도시

복지혜택을 받으며 친구들과 문화공연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 것 같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이다[난개발 억제 → 균형적 개발] [녹지공간 확보 → 환경개선]
IT 문화 행정 도시
모든 시민이 꿈꾸는 행복하고 편안한 가운데 자기계발과 평등하고 동등한 기회를 제공 받으면서 잘
사는 서울
조직 간 계층 간 소통하는 평등사회 구현을 주장해 봅니다
세계에서 통하는 꿈과 희망의 도시
모두가 공존하는 도시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하는 산, 공원, 수변지역의 난공사를 지양해줬으면 합니다
난개발 없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없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한 도시
형평성 있는 주택공급이 되는 서울이다
다양성 공존하는 질서 있는 도시, 안정된 삶 속에 행복한 삶
기대가 되는 서울이다
평화로운 행복한 공간의 서울
지급적 복지사회가 아닌 자급, 자족, 자립하는 보편적 생활복지 사회가 될 것이다
밝다

60대
이상

복지 및 인생 교육이 활발한 서울
복지 향상에 앞서는 서울이 되면…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
환경이다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민주행정과 깨끗한 도시서울이다
※ 노숙자가 없는 서울이다 

서로 소통하고 위해 주고 함께 살아가는 서울

1. 전철역마다 계단보행자 우측에 손수레 운행하도록 설치해 주시길 바란다 
2. 정부에서 성폭행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서울

양극화 없는 서울. 공해 없는 서울. 혼잡한 교통 서울. 
첫째 복지문제 해결. 기초수급자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서울. 서울이 잘사는 날이 오기를 빕니다 

 ‣ 청소년참여단 생각

10대

모두의 미래이다
2050년에 2030에 오고 싶은 많은 추억이 있는 곳
‘꿈’이다
Made by 시민이다
함께하는 도시이다
청소년이다
나의 도플갱어이다
지역사회의 소통으로 이루어진 튼튼한 서울이다
우리들의 상상이 현실로 실현되는 사회이다
청소년이다
발전의 가능성이다
깨끗한 도시이다
Soul of Asia
꿈을 꾸고 키우는 곳이다



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백서 ❚  213

2) 2차 예비회의

❚ 세부 프로그램  

2차 예비회의 : “이슈를 말하다”
2012/9/15(토) ｜ 서울시청 13층 대회의실

오전

09:40~10:00 20’ 참가자 등록 

10:00~10:45 45’
[Intro] 오늘의 일정 소개 / 남부원 MP
[조사보고] BrainWriting 분석 결과
[서울이야기4] 기후변화와 서울의 도시계획 

10:45~11:00 15’ Coffee Break

11:00~11:25 25’ [서울이야기5] 미래산업과 일자리 

11:25~11:50 25’ [서울이야기6] 서울 교통의 새로운 비전과 도시계획 

11:50~13:00 70’ 점심식사 

오후

13:00~13:25 25’ [서울이야기7] 서울의 매력 

13:25~13:50 25’ [서울이야기8] 서울의 주택과 주거지역 

13:50~14:00 10’ Coffee Break 

14:00~16:00 120’ [분임토의] 2030년까지 서울이 풀어야 할 핵심문제 

16:00~16:10 10’ Coffee Break 

16:10~16:40 30’ [문화공연] 

16:40~17:40 60’ [발표 및 종합토론] 분임별 발표 및 질의응답  

17:40~17:55 15’ [투표] 핵심과제(핵심이슈) 도출 

17:55~18:00 5’ [총평] 남부원 MP 

[표 3-4] 2차 예비회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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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 

[2030년까지 서울이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 

• 시민참여단은 10개분임, 청소년참여단 2개분임으로 나누어 향후 2030년까지 서

울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를 분임

별로 자유롭게 3~5개를 선정하여 제시하도록 하였음. 

• 각 분임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취합한 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과제들은 통합･조정

하여 최종 11개의 핵심과제를 도출하였고, 11개의 핵심과제에 대해서는 다시 시민

참여단 전원의 투표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설정되었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 

구분 핵심과제

시민참여단

1. 복지 : 청년, 어린이, 어르신 등 약자를 배려한 복지 (28)

2. 일자리 : 청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소기업 육성 (28)

3. 교육 : 인성 교육 및 교육비 부담 (26)

4. 역사문화자원 : 역사문화자원 및 자연환경의 보전 (22)

5. 기후변화 환경 :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 보전 (19)

6. 재개발 : 실효성 있는 재개발/재건축 필요 (13)

7. 소통 : 시민과의 소통 (13) 

8. 상생 : 지역격차 극복을 위한 상생 도모 (11) 

9. 교통 : 공공교통 및 걷고 싶은 거리 (10) 

10. 물가안정 (10) 

11. 주택공급 : 다양하고 충분한 주택공급 (8) 

청소년참여단

1. 차이(격차)와 불균형의 극복 (6)

2. 힐링 스페이스(정서적 치유공간, 청소년 공간)의 부족 (6)

3. 눈 가리고 아웅은 그만 : 보여주기식 사업은 지양 (5)

4. 녹색의 기억과 기약 : 녹색공간과 환경을 고려한 질 높은 디자인 (2)

5. 장애인을 위한 행정적, 물리적 지원 (교육부터 일자리까지) (1)

6. 종로, 강남 등 도심지역의 혼잡 완화 정책 필요 (1)

7. 옛 것을 담은 공간의 보전 (0)

※ (  ) : 전자투표에 의한 득표수 

주: (  )는 전자투표에 의한 득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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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핵심과제 분임별 토의 결과 

‣ 시민 1분임 

 1. 실효성 있는 재개발 재건축 정책의 계획 및 추진

 2. 서울시 자체적인 물가안정 정책마련

 3.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지속적 시행

 4.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서울시 자체적 정책적 지원사업 필요

 5. 잘 조성된 인프라 시설 대비 활용도가 떨어지는 대중교통정책 개선

‣ 시민 2분임 

 1. 소외계층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정책의 지원이 부족하다.

 2. 기후변화가 심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부족하다.

 3. 공동체 의식과 지역소속감이 부족해서 사회적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

‣ 시민 3분임 

 1. 기후변화 “건강하게 살기” 

 2. 주택난 “삶터 마련하기 너무 힘들다” 

 3. 복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문제” 

 4. 교육 “인성교육이 중요하다” 

‣ 시민 4분임 

 1. 향후 재개발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2.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조건을 이용하여 가족 단위의 방문이 가능한 관광 인프라 구축이 확대 되어야 한다. 

 3. 노인의 일자리 창출 및 노인 복지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4.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소단위 정비가 필요하다. 

‣ 시민 5분임 

 1. 낭비를 줄이는 친환경 도시

 2. 과거의 다양한 가치를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도시

 3. 상생을 통해 불균형이 해소되는 도시

 4. 청년의 미래가 희망적인 도시

 5.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도시

‣ 시민 6분임 

 1. 청소년 문화 복지 증진 노력 필요

 2. 서울만의 환경･문화･역사 보존

 3. 정책 수립과 홍보 시에 시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의 필요성 

 4. 지역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분배와 평등 

‣ 시민 7분임

 1. 지역격차 (부익부빈익빈) 

 2. 하나의 기준으로 평가되는 사회구조 (산업, 교육 등 공부 중심, 기업중심) 

 3. 사람이 다니기 불편한 도로 

 4. 보이기 위한, 양 늘이기에 치우친 복지정책

 5. 환경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제도 지켜지지 않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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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핵심과제 분임별 토의 결과 (계속)

‣ 시민 8분임

 1. 소수계층에 대한 배려, 의식 부족 문제

 2. 정체성 없는 개발

 3. 지나친 세대 분리

 4. 효율적이지 못한 에너지 소비문제

 5. 아름답지 못한 도시경관 (종합적인 경관차원)

‣ 시민 9분임 

1. 창의적 소기업(1-5) 육성 ( 복지 및 재능 교육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줌)

2. 다함께 누리는 복지 (소외계층, 다문화 가족  문제 심각)

3. 다양한 재능 및 인성 지향 교육 (지나친 입시교육 지양하고 자살 및 범죄 방지)

4. 깨끗한 환경 조성 (환경오염 저감 및 쓰레기 자원화)

‣ 시민 10분임 

1. 청년실업, 정년 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2. 대중교통 위주로 차량 운행을 줄이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혼잡함을 줄이고 환경문제도 해결

3. 아파트 위주의 주택건설이 아니라 다양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주거공급과 다양한 형태의 주택건설

4. 보편적 복지가 아닌 필요한 이에게 집중하는 복지 : 자격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 특히 영유아 복지･탁아 문제를 

해결해야 출산율이 높아진다. 

5. 너무 비싼 교육비를 해결해야 한다. 

‣ 청소년 11분임

1. 차이의 극복

   - 시민(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부족, 미흡한 공교육 및 교육시설, 정보의 부족

   - 지역 간 불균형, 균형발전의 시급, 편중된 문화 시설.

2. Healing Space의 부족

   - 정서적 치유공간으로써 문화, 사색, 지역별 개성을 고려한 공간 부족

   - 청소년을 고려한 시설, 공간의 부족 (공간을 넘어 문화의 부족까지 확산)

3. 녹색의 기억과 기약

   - 옛 것을 담는 공간의 훼손, 녹색 공간과 환경을 고려한 질 높은 디자인이 필요

4. 눈 가리고 아웅은 그만

   - 서울에 즐비한 유해시설의 과다한 노출 (교육적 윤리적 문제로 확산) 

‣ 청소년 12분임

1. 지속적으로 신경써야 할 문제점. 세금을 낭비하는 보여주기식 사업을 지양하고 시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추진 

2. 교육부터 일자리까지 장애인을 위한 행정적, 물리적 정책 추진

3. 종로, 강남 등 도심지역의 인구, 교통 등의 혼잡함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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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회의

❚ 세부 프로그램 

본회의 (1일차) :“비전과 이슈를 만들다” 
2012/10/6(토) ｜ 서울시 인재개발원 창의관 5층 인재홀

오
전

10:00~10:10 10’ [Intro] 오늘의 일정 소개 

10:10~10:55 45’
[이슈1 찬반토론]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 선별적 복지｜오혜경 _ 가톨릭대학교 교수
 ∙ 보편적 복지｜신용규 _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무총장 

10:55~11:40 45’
[이슈2 찬반토론] 개발/초고층 vs 역사문화․경관보전 
 ∙ 개발/초고층｜정창무 _ 서울대학교 교수
 ∙ 역사문화․경관보전｜정  석 _ 가천대학교 교수

11:50~12:35 45’
[이슈3 찬반토론] 경제성장 ․ 삶의질 vs 기후변화대응  
 ∙ 경제성장․삶의질｜장재학 _ 에너지관리공단 팀장
 ∙ 기후변화․저탄소｜윤용상 _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12:35~13:30 55’ 점심식사 (다솜관)

오
후

13:30~14:00 30’ [시민강좌] 마을만들기와 시민의식 / 김은희 _ 도시연대 

14:00~14:20 20’ [문화공연] 시민참여단 이래형님 마술공연

14:20~15:20 60’ [숙의1] 복지 / 일자리 

15:20~16:20 60’ [숙의2] 역사문화․경관 / 개발․도시정비

16:30~17:30 60’ [숙의3] 경제성장 / 기후변화

17:30~18:30 60’ [숙의4] 자유토론 (기타 이슈)

18:30~19:20 50’ 저녁식사 (다솜관) 

저
녁

19:20~20:20 60’ [레크리에이션] 오카리나 연주 / 안영진_시민참여단

20:20~21:20 [발표 및 종합토론] 이슈별 주요과제 

본회의 (2일차)
2012/10/7(일) ｜ 서울시 인재개발원 창의관 5층 인재홀

09:00~10:00 60’ [투표] 핵심이슈 우선순위 및 핵심이슈별 방향 설정 

10:00~12:00 120’ [숙의5] 2030 서울의 미래상

중식 12:00~13:00 60’ 점심식사(다솜관) 

오후

13:00~14:00 60’ [발표 및 종합토론] 2030 서울의 미래상 

14:00~14:30 30’ [투표] 2030 서울 미래상 설정

14:30~14:40 10’ [종합정리] 권원용 MP _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14:40~14:40 [시민제안서 작성] “서울 아젠다 2030” 

[표 3-5] 본회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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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결과

2030 서울의 미래상 / 우선순위 결과 

미래상

  1. 서울은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도시”다

  2. 2030년 서울은 “나무다”

  3. 서울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도시”다

  4. “Glocal 명품 서울”이다 : Global+Local=Glocal

   세계화, 지역의 공동체를 강화하며, 서울의 역사,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

  5. 살고 싶은 문화도시

  6. 옛것과 새것, 사람과 환경,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서울

  7. 조화로운 어울림 속에 모두가 행복한 도시

  8. 서울은 문화가 넘치는 안정된 도시다

  9. 모두가 공감하는 복합기능도시

  10. 세계인이 찾고 싶은 멋스럽고 푸르른 행복한 서울

2030 서울의 주요 계획과제 / 우선순위 결과 

핵심이슈

  1. 교육 : 인성교육 확대 및 교육비 부담 해소  

  2. 복지 : 청년, 어린이, 어르신 등 약자를 배려한 복지 확대 

  3. 일자리 : 청년,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소기업 육성 

  4. 소통 :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5. 역사문화·경관 : 역사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전 

  6. 기후변화·환경 : 기후변화대응 및 환경보전 

  7. 도시개발 및 정비 : 실효성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소단위 정비 추진 

4) 서울플랜 시민참여단 제안서 전달

일 시 2012년 10월 8일 (월) / 13:20~14:20 

장 소  서울시청 신청사 간담회장

주요내용
시민참여단 숙의회의를 통해 도출된 20년 후 서울의 미래상과 계획과제 등을 담은 보고서를 
시민이 직접 작성함.
시민참여단 대표가 작성된 보고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장에게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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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계획과제

1) 복지 분야

❚ 정책방향

 “ 지역특성 및 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 실현 ”

❚ 주요과제 (우선순위 3위 이내)

맞춤형 복지 시스템 구축 

• 지역 특성, 소득수준, 생활환경, 나이, 성별,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을 고려함.

• 공공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 복지를 실현함.

실질적인 복지 재원 확보와 투명한 예산 집행 절차 구축

• 소득에 따른 차등 과세 등을 통한 재원을 확보함. 

• 공정한 복지 대상 선별 기준과 복지 배분 검증 시스템을 마련함.

• 시민패널 참여 등 다양한 감시체제 운영을 위한 제도적으로 보완함.

일관성 있는 복지정책 추진

•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되는 복지정책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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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 분야

❚ 정책방향

 “ 서민형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중소기업 육성 ”

❚ 주요과제 (우선순위 3위 이내)

특화된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지식기반 산업(IT, 첨단, 문화콘텐츠 등)에 대한 창업지원, 우대금융, 세제혜택을 강화함.

• 지역 기반의 특성화 기업 육성을 위한 특화산업단지(IT벤처타운, 기업지원센터 등)

를 조성함. 

• 대기업, 학교, 공공연구기관, 정부 산하단체와 연계한 중소기업 상생 지원프로그램 

강화 방안을 마련함.

세대･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공정한 채용문화 조성

•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 청년, 조기은퇴자,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

한 일자리를 제공함. 

• 저학력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취업우대 제도를 조성함.

• 학력, 스팩 중심에서 인성, 적성, 창의성 중심의 공정한 채용문화 권장 방안을 마련함.

자영업, 골목상권 육성 지원을 통한 서민형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생계형 영세 자영업, 전통재래시장 등 도시형 중소상업 보호지원책을 마련함.

• 미장공, 목수, 수리공, 택배 종사자 등 영세 일자리 보호를 육성함.

• 생산적 복지프로그램과 연계한 창업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제도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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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사문화･경관 분야

❚ 정책방향

“ 서울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역사문화자원 보존 및 경관 관리 ”

❚ 주요과제 (우선순위 3위 이내)

미래 세대와 함께 누릴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의 유지

• 서울의 가치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도시만들기 

• 서울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도시환경 조성 및 경관 관리

• 미래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역사 환경의 보전 및 민관소통형 미래도시를 지향함. 

역사도시 ‘서울’ 이미지 보전을 통한 스토리 있는 서울 만들기

• 기존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개발이 아닌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개발, 보전, 보존 

등 지역별로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함. 

• 서울만의 특색 있는 옛길, 옛 수로, 문화재 등의 복원을 통한 정체성을 회복함.  

• 장소와 연계된 역사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보전하여 이야기가 풍부한 서울 만들기 

한강변 고층주거 개발 제한

• 한강변의 경관을 보호하고, 서울 시민 모두가 함께 한강을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고층주거 개발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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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후변화･환경 분야 

❚ 정책방향

“ 에너지절약 실천 강화 및 친환경 녹색에너지 시설 설치 지원 ”

❚ 주요과제 (우선순위 4위 이내)

시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실질적 에너지 절약 실천 강화 

• ‘내복입기’, ‘코드뽑기’, ‘문풍지 붙이기’ 등 시민이 실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천함. 

•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민 교육을 지속적･반복적으로 실시함. 

에너지 절감과 대체 에너지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및 정비

• 대형건축물의 친환경 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재건축 시 중수도･우수저장장치 설치 

의무화 등 친환경 건축 규제를 건축조례에 반영함.

• 상업 전력의 과도한 사용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친환경 생활제품, 고효율･단열재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홍보 강화

• 태양광 발전･집열장치 등 녹색에너지 설비를 각 가정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 

공공기관, 기업체 차원에서 에너지 절감을 추진 

•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체의 에너지 절감 유도를 위한 감시체계 

제도화 및 벌금 징수를 강화함. 

• 에너지 절감을 넘어 에너지 저소비형 문화산업을 활성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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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 

❚ 정책방향

“ 도시개발 방식의 전환을 통한 지역특성 보존 ”

❚ 주요과제 (우선순위 4위 이내)

주변 환경과 공존하는 개발로의 전환

•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의 복원 및 보호를 우선함.

• 특히, 서울을 대표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복원･보호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의 방향

을 전환함.

대규모 통합개발을 지양하고 소단위 개발을 지향

• 무분별한 전면 철거방식을 지양하고, 소단위 개발 등 지역사회, 공동체, 마을 인심

을 보전할 수 있는 정비방식을 도입함. 

• 기존 건축물의 재활용 확대 및 개인주택 보수 시 재정 지원을 실시함.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대규모 개발 사업 억제

• 세운상가, 용산개발 등의 문제점을 교훈삼아 현실에 맞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

• 무분별한 도시 난개발 방지

투명한 도시개발과 시민재산권 보호

• 도시개발과정에서의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부정과 비리 개입 방지 및 투명성을 

제고함. 

• 불합리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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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분야: 교육, 소통 

❚ 교육 분야

[정책방향]

“ 청소년 인성교육 및 시민의식 강화 ” 

[주요과제 (우선순위 없음)]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 청소년의 적성을 살리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함.

•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인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함. 

개성을 존중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시민의식 개선과 봉사 및 기부 활동을 장려하는 목적의 프로그램을 개발함.

• 개성과 자아를 존중하는 교육과정을 지역주민센터를 활용하여 마련함.

• 평생교육과정에 에너지･환경･안전(성범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충함.

공교육 활성화

• 사교육비 지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공교육 차원에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함.

• 공교육의 부활을 위하여 교사들의 공무원화를 방지하고 평가시스템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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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 분야

[정책방향]

“ 정책 수립과정에서 시민참여 권리의 보장 및 소통 시스템 구축 ”

[주요과제 (우선순위 없음)]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 전반에서의 시민참여 권리 보장

• 시정의 전 분야, 기획에서 추진결과까지의 전 과정에서 시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원

칙으로 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을 마련함.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 창구 설치

•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업의 수정･보완, 중단 등의 과정에서 시민의 상시적 의견 제

출과 수렴이 가능한 창구를 설치하여 시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내실 있는 정책을 추

진함. 

주민참여 상설 제도화

• 서울의 바람직한 미래를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함께 구상하고 고민했던 ‘서울플랜 

시민참여단’이 좋은 선례로서, 향후 2기, 3기 등 시민참여 후속 제도의 상설화를 제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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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년참여단이 선정한 2030 서울의 미래상

•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서울은 수많은 시민들의 삶의 터전임.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

과 노인 모두는 각자의 꿈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모습으로 본인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음.

• 이러한 시민 한 명 한 명이 모여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거대한 도시인 서울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곧 서울이 모든 시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함. 맑고 

깨끗한 물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푸른 강을 이루듯,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행복하

게 생활하는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이 모여 우리를 닮은 서울을 만들어 간다는 것임.

• 이에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서울을 살아가고 있는 “당신”!! 바로 “당신”이 서울 

그 자체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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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문가 자문단에 의한 미래상 설정

1) 미래상 설정과정

❚ 1차 원탁회의(2012.8.27)

미래상 설정 논의를 위한 브레인라이팅

• 미래상과 계획과제 설정을 위하여 전문가자문단은 총 2번의 회의를 진행하였음. 

• 회의는 3개의 그룹으로 구성하여 원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음. 각 그룹별로 서울

이 추구해야할 미래 가치를 자유롭게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미래상과 이

슈에 관한 토의를 진행하였음. 원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에게 서울의 미

래와 관련된 주요 키워드를 제시하는 전문가 브레인라이팅을 실시하였음.

[그림 3-4] 전문가 자문단 브레인라이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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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원탁회의 결과: 브레인라이팅 키워드 분석 

•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브레인라이팅 결과, 서울의 미래는 3개의 도시로 선정되

었고 각각의 미래상과 관련한 키워드 역시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전문가들은 서울의 미래를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 경쟁력 있는 창조도시, 지속가능

한 도시로 선정하였음. 더불어 사는 도시에서는 공동체, 복지,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음. 경쟁력 있는 창조도시에서는 쾌적성, 다양성, 경제적 활력 등을 제시하고 있

으며 지속가능한 도시에서는 안전, 역사문화, 자연 등을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하고 

있음.

[그림 3-5] 전문가 자문단 브레인라이팅 결과: 3개 논의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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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키워드수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

(61)

커뮤니티/
공동체
(42)

더불어･함께-따뜻한, 동행, 나누며, 존중(10), 작은 것-작은단위, 
작은문화센터, 작은공원 등(6), 시민참여(4), 지역공동체(4), 시민주인(3), 
마을(3), 공공성강화(2), 공공공간(2), 시민연대(2), 소통성(2), 
네트워크도시(1), 인간성(1), 자치분권(1), 협업도시(1)

14

복지(10)
복지(2), 약자(2), 여성과 아동의 안전(2), 노인(1), 장애인(1), 
소외계층(1), 저소득층(1)

7

형평/평등(9) 분배(2), 평등-평등한 도시구조(3), 지역격차 해소(2), 공평(1), 형평성(1) 5

지속가능한 
도시
(47)

지속가능성
(22)

삶의 질(7), 지속가능(6), 풍부한 삶과 생활(3), 문화적 삶(1), 복원력(1), 
정신적풍요(1), 친환경(교통) 고효율 도시(1), 평생학습(1), 개발지양(1)

9

안전(14) 안전(7), 방재역량(2), 구명역량(1), 산사태(1), 수질(1), 재난(1), 홍수(1) 7

역사･문화･자연
(10)

문화(3), 문화보존(2), 기존자산(1), 역사자원(1), 이천년역사(1), 
자연환경(2)

6

경쟁력 있는 
창조도시

(36)

쾌적성/편리성
(15)

보행(4), 걷고싶은(3), 거리환경개선(3), 가로시설물(1), 지하공간(1), 
편리(1), 편의(1), 휴식공간(1)

8

다양성/창의성
(13)

다양성-도시자원활용의 다양성(8), 외국인(2), 다문화(1), 다채로운(1), 
창의성기반(1)

5

경제･활력
(8)

활력(1), 공정무역(1), 산업생태계(1), 세계도시(1), 역동성(1), 일자리(1), 
활발한 혁신(1), (도시자원 활용의)활성화(1)

8

계 143 70

[표 3-6] 전문가자문단 브레인라이팅 키워드 분석 결과

❚ 2차 원탁회의(2012. 9. 22): 미래상 설정을 위한 로테이션 회의 

• 2차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전문가들이 제시한 키워드를 가지고 원탁회의의 방식

으로 미래상과 핵심이슈를 최종 선정하였음. 

• 회의방식은 우선 1차 회의 때 제출한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함. 이어

서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2차 원탁회의를 진행함. 각 그룹은 산업, 복지, 환경, 

공간, 역사문화 등 다양한 분야가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구성함. 각 그룹은 서울

의 핵심이슈를 논의하여 준비한 칠판에 키워드를 작성함. 각각의 그룹이 작성한 핵

심이슈가 담긴 칠판은 다음 그룹에게 전달됨. 이미 다른 그룹에 의하여 이슈가 표기

된 칠판은 다음 그룹에 의하여 의견이 교환되고 추가되는 과정을 거치게 됨. 이렇게 

3번의 로테이션을 거쳐 이슈는 모든 전문가에 의하여 검토되고 수정･보완됨. 전문

가에 의하여 결정된 이슈는 총괄 MP, 전문가자문단장, 서울연구원이 취합하여 유

형별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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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서울의 미래상 설정을 위한 그룹별 토론을 통하여 최종 미래상을 결정

하고 이를 그룹별로 발표하고 종합 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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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가가 제시한 미래상과 주요 계획과제

❚ 미래상: 그룹별로 3개의 미래상 도출

• 더불어 함께 사는 품격도시

• 꿈과 배려가 있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 계획과제

• 전문가 자문단 20명이 참여하여 제시한 계획과제는 총 21개에 달함. 전문가는 계

획과제 21건에 대하여 1~5순위를 선택하고 이를 우선순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하여 순위를 선정하였음. 

• 선정결과 상위 5개 이슈는 주민참여, 안전, 약자배려,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관리체

계, 생활 속 역사문화의 보존 등이 설정되었음.

순위 핵심이슈 점수

1 주민들이 참여하며 관리하는 도시 29

2 재난, 재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26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평등도시(소수자 보호형 도시) 24

4 기후변화 대응형 도시관리체계 구축(에너지 생산절약형 도시) 17

5 생활 속 역사문화가 보전되는 도시 17

6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도시 16

7 삶의 질과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도시 15

8 강과 숲이 살아나는 도시(생물다양성) 13

9 혁신과 개방의 세계도시 12

10 걷고 싶은 도시만들기 10

11 산업생태계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도시(서울형 산업생태계의 육성) 8

12 일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도시 7

13 평생학습체계 구축(시민형 R&D발전소) 4

14 다양성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있는 도시 4

15 수요관리와 공공교통 중심의 정책 3

16 지역 특성이 살아나는 가로환경 3

17 더불어 함께 만드는 동네 2

18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는 도시 0

19 주택의 공공성 강화 0

20 네트워크형 대도시권 관리 0

21 강제적 이주가 없는 도시 0

[표 3-7] 전문가가 설정한 계획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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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원탁회의 (2012.8.27)

▎2차 원탁회의 (201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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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자문단 명단

No. 성 명 분야 소 속

1 김기호 도시설계/역사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2 김세용 건축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3 김영수 산업경제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장

4 김정열 복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

5 김환석 인문사회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

6 민만기 교통 녹색교통운동 이사

7 박창근 안전/방재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8 변창흠 도시계획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9 손의영 교통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10 송인호 건축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11 승효상 건축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대표

12 오충현 환경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13 이세걸 환경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4 이숙진 여성 대구카톨릭대 연구교수

15 전병유 산업경제 한신대 교양교직학부 교수

16 전상인 미래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17 전효관 사회 서울하자센터장

18 정  석 도시설계/역사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19 최막중 도시계획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20 홍인옥 주거 한국도시사회연구소 소장

21 권원용 도시계획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

22 조명래 도시계획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 교수

23 온영태 도시설계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

24 이재림 건축 (주) 지담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25 남부원 시민사회 한국YMCA 사무총장

26 이영희 사회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27 김은희 시민사회 도시연대 사무처장

28 허  선 복지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9 윤명오 안전/방재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30 윤선화 안전/방재 한국생활안전 연합 공동대표

31 박옥희 문화 사)문화세상 이프토피아 고문

32 이병민 문화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33 김향자 문화/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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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핵심이슈별계획 수립과정 및 주요내용

1. 분과별 회의결과

1) 전체회의(3회 개최)

회의 회수 일시 주요 안건

1차 ’12.11.19(월) 14:00 서울플랜 수립추진위원회 향후 계획 및 방향 논의

2차 ’13.02.21(목) 14:00 분과별 추진내용 중간보고 및 핵심이슈 등 검토

3차 ’13.09.25(수) 10:00 서울플랜(안) 전달 (추진위원회→서울시장)

2) 총괄조정분과(12회 개최)

회의 회수 일시 주요 안건

1차 ’12.11.19(월) 16:00 각 분과별 운영 및 전체 수립 일정에 관한 사항 논의

2차 ’12.11.30(금) 07:30 분과 세부운영 관련 보완사항, 보고서의 편제 등 논의

3차 ’12.12.18(화) 07:30
도시공간･정비분과의 내용적 범위 및 타분과와 관계 설정, 여성분과 
신설 등 논의 

4차 ’13.01.17(목) 07:30 
원활한 시민소통을 위한 분과운영 세부사항 보완, 개별 분과 운영방안 
등 논의

5차 ’13.02.07(목) 16:00 현재 계획(안)에 대한 시민참여단 대표의 의견청취

6차 ’13.03.07(목) 07:30 분과별 추진현황 및 계획내용 체크, 원고작성 기한 등 논의

7차 ’13.04.02(화) 07:30 분과별 원고 보완사항 체크 및 내용 조정

8차 ’13.05.02(목) 07:30 맥락을 고려한 핵심이슈와 공간구조 정리방안 등 논의

9차 ’13.05.23(목) 07:30 미래상 보완 여부, 이슈별 계획의 공간반영방안 등 논의

10차 ’13.06.13(목) 09:30 계획(안) 시장님 1차보고

11차 ’13.06.21(금) 18:00 MP의 원고 정리방안 및 MP지원방안 등 논의

12차 ’13.09.03(화) 17:10 계획(안) 시장님 2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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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지·교육·여성분과(14회 개최)

회의 회수 일시 주요 안건

1차 ’12.11.19(월) 14:50 분야별로 발표내용 준비

2차 ’12.11.28(수) 19:00 분야별로 발표내용 준비

3차 ’12.12.12(수) 19:00 기존 2030도시계획 연구내용 발표

4차 ’12.12.26(수) 17:00 서울시 소관 실･국의 정책운영방향 발표

5차 ’13.01.16(수) 16:30 위원(전문)분야별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제시

6차 ’13.02.13(수) 16:30 목표 및 전략 확정

7차 ’13.03.06(수) 16:00 최종계획 초안 의견수렴

8차 ’13.03.21(목) 18:30 최종안 검토

9차 ’13.04.03(수) 07:50 전체회의 결과에 따른 목표･전략 등 계획안 보완

10차 ’13.05.20(월) 18:30 복지･교육･여성분과 기본계획 조정(안) 검토

11차 ’13.07.08(월) 18:50 서울플랜 PT 및 원고 보완사항 논의

12차 ’13.09.12(목) 19:00 2030 서울플랜 최종 점검 회의

교육분야
소분과위원회

’13.01.30(수) 14:00 하위목표(1개) 및 목표별 전략(5~6개) 선정

여성가족분야
소분과위원회

’13.02.06(수) 16:00 영역별 하위목표(1개) 및 목표별 전략 선정

4) 산업·일자리분과(9회 개최)

회의 회수 일시 주요 안건

1차 ’12.11.19(월) 14:50 산업･일자리분과 향후 추진방향 논의

2차 ’12.11.28(수) 07:30 산업･일자리분과 주요이슈 논의

3차 ’12.12.13(목) 19:30 산업일자리분과 3개 분야선정 및 3개 소분과 구성 

4차 ’13.01.03(목) 19:00 각 소분과의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과제 도출

5차 ’13.01.15(화) 16:00 각 소분과별 회의결과 정리 및 과제 구체화

6차 ’13.01.29(화) 16:10 산업･일자리분과 핵심이슈 선정 및 각 소분과별 목표 정리

7차 ’13.02.12(화) 16:00 산업･일자리 핵심이슈 워딩 논의 및 목표별 추진전략 논의

8차 ’13.07.11(목) 17:30 산업･일자리분과 원고에 대한 최종검토 

9차 ’13.09.13(금) 16:30 주요지표의 타당성, 공간계획의 적정성, 미래먹거리산업 검토



236  ❚  부록_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기록

5) 역사·문화분과(8회 개최)

회의 회수 일시 주요 안건

1차 ’12.11.19(월) 14:40 위원회 운영방향 및 향후일정 논의

2차 ’12.11.29(목) 07:30 핵심이슈, 역사보전 목표, 전략 및 실행력 확보 등 논의

3차 ’12.12.13(목) 07:30 경관 분야 목표, 전략․실행력 확보 등 논의

4차 ’12.12.27(목) 07:30 경관분야 1업소 1간판원칙 등 핵심이슈 등 논의

5차 ’13.01.10(목) 07:30 그동안 논의내용 종합정리 및 분과 핵심 키워드 정리

6차 ’13.01.24(목) 16:00 역사보전, 경관관리, 문화환경 분야별 추가할 내용 논의

7차 ’13.04.09(화) 07:30 5개 분과별 지금까지 설정된 목표와 전략 보고

8차 ’13.09.04(수) 08:00 서울플랜의 미래상에 대한 핵심이슈와 공간계획 소개 등

6) 환경·에너지·안전분과(9회 개최)

회의 회수 일시 주요 안건

1차 ’12.11.19(월) 14:50 분과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 등

2차 ’12.11.26(월) 16:00 서울플랜 2030 환경･안전분야의 지향점 등 논의

3차 ’12.12.10(월) 14:00 환경･안전분야의 목표 및 지향점 도출, 추진방법에 대한 논의

4차 ’12.12.24(월) 14:00 환경･안전분야 주요과제 및 계획(안) 설명 및 주요과제에 대한 논의

5차 ’13.01.16(수) 15:00 환경･안전분야 핵심이슈, 목표, 전략, 시책에 대한 설명 및 토론

6차 ’13.02.14(목) 16:00 환경･안전분야 핵심이슈, 목표, 전략안 중간보고 및 토론

7차 ’13.03.18(목) 15:00 ‘도시기후 영향 최소화 핵심녹색기술 개발’ 발제 및 토론

8차 ’13.07.10(수) 10:00 원고 작성방향 설명 및 계획안 실‧국‧본부 의견수렴 보완 등

9차 ’13.09.10(화) 19:00 서울플랜(최종안) 보고, 토론

7) 도시공간·교통·정비분과(11회 개최)

회의 회수 일시 주요 안건

1차 ’12.11.19(월) 14:50 도시공간･교통･정비분과 운영방향 논의

2차 ’12.12.03(월) 19:00 공간구조(중심지체계 등) 분석 및 논의절차 관련 사항

3차 ’12.12.17(월) 19:00 중심지체계 관련, 1도심→3도심 개편 필요성 등 논의

4차 ’12.12.31(월) 10:00 중심지체계 관련, 2차중심지(부핵, 거점 등) 관련 논의

5차 ’13.01.14(월) 19:00 중심지 위계 및 기능 논의, 중심지체계 개편(안) 작성

6차 ’13.01.28(월) 19:00 핵심이슈 도출방식 및 교통 관련 목표･전략 논의

7차 ’13.02.13(수) 19:00 도시관리 및 주거지 관련 목표･전략 논의

8차 ’13.02.25(월) 19:00 핵심이슈 도출 및 목표･전략과의 연계성 검토

9차 ’13.03.04(월) 18:00 중심지체계 및 핵심이슈별 계획 최종검토, 분과(안) 확정

10차 ’13.09.09(월) 19:00 대외발표 관련, 공간계획 및 핵심이슈별 계획 최종 검토

소위원회 ’13.04.19(금) 10:00 중심지 명칭･위계 일부 조정, 초고층건축물 입지 관련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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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목표 17개 전략 시책

1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복지시스템 

마련

1-1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
한 사회적 지원 강화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기반 구축
⋅최저소득보장 사각지대 노인가구의 지속적 발굴･지원
⋅돌봄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부가적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1-2 고령인구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세대통합 문화 조성

⋅노인의 여가활동 참여기회 확대
⋅노인의 사회공헌활동 기회 확대
⋅세대 간 통합을 위한 공간과 프로그램 확대

2

시민 누구나 
건강하게 사는 
생활터전 조성

2-1 효율적 공공보건의료체계 구
축으로 건강사각지대 해소

⋅생활권역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
⋅지역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형평사업 추진
⋅환자 안심병원 운영, 재가 중증환자 지원 및 환자권리 보

호체계 구축

2-2 생애주기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산모,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아동, 청소년 건강관리 강화
⋅민관협력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증진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노년기 건강관리 강화 

2-3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 및 
시민먹거리 안전성 강화

⋅(가칭)‘자연재해 및 환경성 질환 위기대응 연구센터’ 건립
⋅유해물질로부터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보건정

책 지속 강화
⋅식품안전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건강서울 먹거리 전략’

시행

3

양극화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3-1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
도록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
장 강화

⋅차별 개선 및 인권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
⋅교육권, 이동권 등 권리 보장 강화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립･자활 목표의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3-2 지역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변화되는 환경에 맞도록 ｢서울시민복지기준｣ 지속 추진
⋅소득불평등 완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지역 및 가구특성에 맞는 서울형 복지서비스 제공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3-3 나눔과 참여를 통한 자발적 
복지공동체 구현

⋅지역 내 어려운 주민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 복
지공동체 형성

⋅민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3-4 문화의 다양성과 가치가 존
중되는 사회 조성

⋅내･외국인 소통과 교류지원 강화
⋅외국주민이 살기 편한 도시 인프라 조성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2. 핵심이슈별 목표/전략/시책

1) 핵심이슈 1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사람중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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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목표 17개 전략 시책

4

전 생애에 걸쳐 
학습 가능한 

교육시스템 구축

4-1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교육 지원
⋅사회적 약자에게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기회 확대 제공
⋅공교육 혁신, 학교혁신 기반 제공

4-2 학습사회 구축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체제 확립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다양화
⋅개방형 시민대학 운영 확대
⋅평생학습공동체 문화 확산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4-3 전인교육을 위한 학교의 기
능 회복 지원

⋅다양한 창의 인성교육을 통한 재능 발견 기회 제공
⋅학교 안전망 강화로 안심 배움터 실현 

4-4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공동
체 실현

⋅지역 내 교육자원간 네트워크 구축  
⋅교육재능 나눔 확산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한 통합형 교육복지기관 운영

5
성평등과 사회적 

돌봄의 실현

5-1 성평등한 가족･사회문화 조성

⋅조직의 유리천장(보이지 않는 장벽) 깨기 등을 통한 성평
등한 사회문화 조성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강화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 강화

5-2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를 위
한 사회환경 조성

⋅여성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조성 및 
취업지원 확대

⋅여성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취업지원 기반 구축
⋅여성의 일하는 근로환경 개선

5-3 위험･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
경 조성

⋅위험･폭력으로부터 아동･여성･노인을 보호할 촘촘한 안전
망 구축

⋅위험･폭력 관련 캠페인, 교육 등 예방적 정책수단 강화
⋅위험･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

5-4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구현
⋅서울시가 책임지는 돌봄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 대상에 대한 공동체의 보호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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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이슈 2  일자리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상생도시

3개 목표 10개 전략 시책

1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도시 도약 

1-1 창조경제 기반 강화를 통한 성장
동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산업융합시대의 트랜드에 맞는 융합･연계형 창의산
업 발전

⋅서울시의 미래 성장동력산업 육성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화산업기반 강화
⋅산학연계 활성화를 통한 융합과 창의성 제고

1-2 창의형 중소벤처기업 육성
⋅상생의 비즈니스생태계 형성 지원
⋅대도시권의 창업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중소기업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R&D지원 강화

1-3 서울형의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산업생태계 구축
⋅서울시의 제조업 기반 일정수준 지속 유지
⋅지역특화산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1-4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기존 산업
집적지의 활성화

⋅주요 거점별 R&D 기반 집적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육성

⋅준공업지역 산업 활성화 종합관리방안 마련 

2

경제주체 간 
동반성장과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2-1 공존과 협동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책임조달제 도입을 통한 공공시장의 확대 및 사
회적 금융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중간지원 기능 강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협동조합 중점 육성을 통한 사회적경제 확대
⋅협치적 거버넌스 제도화를 통한 정책 일관성 유지 

2-2 소상공인의 성장 지원을 통한 자
생력 강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밀착형 종합지원체계 구축
⋅상생의 동반성장 전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 
⋅활력 있고 매력적인 전통시장 육성

2-3 취약계층의 자립적 일자리 확대

⋅사회적경제 영역에 공공의 사회복지 서비스 기능과 
역할 위임

⋅지역 단위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일자
리 확대

⋅공공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일자리 특화지구 조성

3

사람과 일자리 
중심의 활력경제 

실현

3-1 창의적 인재 양성을 통한 창조계
층 확대

⋅창의적 인재 양성과 유치를 위한 도시환경 구축
⋅문화, 교육 자원의 활용 극대화를 통한 학습도시화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체계 개선

3-2 세계인이 일하고 싶어하는 글로
벌 환경 조성

⋅경쟁력 있는 글로벌 경제 거점 공간 창출
⋅해외 우수 인재들의 정착 지원 강화

3-3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을 
통한 21세기형 도시경제 환경 
조성

⋅21세기형의 생활-일자리 통합 공간 창출
⋅압축, 복합, 입체형의 도시공간 조성을 통한 인간성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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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이슈 3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3개 목표 11개 전략 시책

1

생활 속에 살아 숨 
쉬는 도시역사 구현

1-1 역사적 특성이 드러나는 도시공
간구조 형성

⋅강북지역을 역사문화중심지역으로 정립
⋅한양도성지역을 역사도심으로 가꾸기
⋅역사자원과 주변의 도시계획적 관리

1-2 시민의 역사자원접근성 개선
⋅주요 유적지의 역사문화거점 조성
⋅다양한 역사문화프로그램과 축제 개발 
⋅역사문화 안내 및 홍보체계 마련 

1-3 역사자원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역사적 지평을 확대하여 다양한 역사자원 발굴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요소에 대한 중

요성 인식

1-4 실행력 있는 역사보전의 추진
⋅역사문화유산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의 연계

2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도시경관 관리

2-1 자연경관의 보호
⋅내･외사산 및 구릉지의 경관특성 관리
⋅한강과 주요 지천의 수변경관 관리
⋅생태녹지축과 연계한 경관관리

2-2 역사경관의 보전과 관리
⋅성곽도시 서울의 경관회복
⋅시간적 층위가 중첩된 경관의 보호

2-3 가로경관과 시가지경관의 관리

⋅특성가로 및 보행밀집가로의 경관관리
⋅주변과 조화하는 건물디자인
⋅체계적인 야간경관 관리
⋅공공디자인 강화를 통한 도시환경 질적 업그레이드

2-4 시민과 함께하는 경관관리 추진
⋅장소의 이야기가 있는 경관관리
⋅시민참여 기회 확충
⋅규제를 넘어 관계･완충･협력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3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도시문화 

창출

3-1 모든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적 여건 조성

⋅생활 속 문화공간 창출
⋅온･오프 공동체 활동 활성화
⋅차별없는 문화서비스의 제공과 문화민주주의 구현

3-2 문화로 특화된 지역발전 도모
⋅고유성에 기초한 특화된 지역발전
⋅문화적 재생과 활성화
⋅문화예술인의 육성과 지원

3-3 문화생태네트워크 형성
⋅전문화･특화된 문화시설 확충
⋅문화밀집지역의 보전･육성
⋅5대 생활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축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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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이슈 4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심도시

3개 목표 11개 전략 시책

1
공원 선도형 생태도시 

조성

1-1 공원 인프라 선도 도시로의 이행
⋅공원개념의 확대와 공원이용의 형평성 개선
⋅공원의 역할 강화로 사회･문화 가치 창출 확대
⋅생활권 녹지보존･확대를 위한 제도･관리기반 구축

1-2 도시기후 조절 능력 강화
⋅도시표면(피복)의 친환경성 강화 
⋅열섬현상 저감･완화
⋅기후변화 모니터링 강화

1-3 도시 내 자연생태계 보전･회복과 
공익기능 증대

⋅도시생태계 보전･관리 
⋅생태 녹지 네트워크 구축
⋅도시생태계를 활용한 도시계획
⋅산림 공익기능 증대

1-4 도시생활 환경의 질적 향상 및 
최적화

⋅미세 먼지･스모그 저감
⋅시 수돗물 급수환경 개선 및 음용 확대
⋅실생활 환경요소 지표 강화
⋅생활폐기물 관리방식 개선 

2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

2-1 에너지 위기 대비 관리체계 고도화
⋅스마트에너지 관리체계 도입
⋅정부와 유관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2-2 저탄소 에너지 생산･소비 체계 
정착

⋅저탄소 에너지의 확보･생산
⋅에너지 사용 효율화
⋅에너지 복지 증진 
⋅에너지 절약 교육 체계화

2-3 자원 리사이클링 확대
⋅물 재이용 확대
⋅폐기물 활용(재활용･자원화) 및 자원순환 확대
⋅물품 재사용 문화 정착

3
다 함께 지켜주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3-1 위험정보의 획득 및 활용체계 고
도화

⋅위험인지 기반 구축 및 활용
⋅도시공간 안전평가 기반 마련

3-2 조기대응 신속성 확보 및 역량 
증진

⋅비상출동 차선 관리방식 개발 및 적용
⋅위험감지 시스템 신뢰성 확보
⋅구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육성 및 지원

3-3 도시 생활 안전 거버넌스 확대

⋅민간의 역량을 활용한 시민교육 강화
⋅민간조직 역할 활성화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설계 기법(CPTED) 

활용
⋅안전서울 홍보 확대
⋅고령화･저출산 사회 구조에 따른 맞춤형 정보제

공 및 케어
⋅생활안전 취약계층 및 지역 안전 프로그램 운영

3-4 기상 재난의 예방 및 환경치수 
역량 향상

⋅기상이변으로 인한 풍수해 대응역량 확대
⋅사면재해 예방 확대
⋅도시물순환 회복을 위한 빗물관리 계획 도입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단위의 분산형 빗물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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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이슈 5  주거가 안정되고 이동이 편한 주민 공동체 도시

3개 목표 11개 전략 시책

1

삶터와 일터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추진

1-1 역세권 중심의 직주근접형 복
합 토지이용

⋅역세권과 대중교통 중심의 공간구조 형성
⋅수도권과 연계한 다핵연계형 중심지체계 구축
⋅역세권 중심의 입체･복합화

1-2 지역별 특화발전을 통한 균형
발전 도모

⋅자족생활권 형성을 위한 중심지체계 구축
⋅기초생활서비스의 지역별 배분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
⋅생활권계획수립을 통한 지역별 특화발전 토대 마련

1-3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주민주도의 다양한 주거지 정비사업 추진
⋅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공공성 강화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체계 구축
⋅서울형 도시재생 유형 발굴 및 추진기반 마련
⋅노후 철도축 재생을 통한 지역활성화 유도

1-4 도시공간과 정보통신기술을 접
목한 통합적 도시관리

⋅기술, 환경, 문화, 공간이 결합한 신개념 미래도시 
구현

⋅도시문제와 정보이용 욕구 해결을 위한 통합적 도시
관리

1-5 효율적인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도시 내 물류거점시설 정비
⋅단위지구 물류개선 사업 시행
⋅물류정보화체계 강화
⋅환경친화적 물류시설 개발 유도 및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2

승용차에 의존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교통환경 조성

2-1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재생과 
복합 연계교통체계 구축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인프라 지속 확충
⋅교통 결절점 중심의 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의 서비스 용량･확장성을 고려한 도시 정비 

및 관리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교통서비스 수준 제고
⋅서울과 주변 도시를 통합한 광역교통망 구축

2-2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안전한 
도로공간 재편과 건강한 생활
환경 조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보행친화적 생활권 조성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녹색(Green) 도로 조성
⋅단절 없는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

2-3 승용차 이용의 합리적 관리

⋅대중교통 서비스가 양호한 도심부의 승용차 접근관리 
강화

⋅자동차 통행을 대규모로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관
리 강화

⋅직․주 근접을 통한 이동저감사회 구현

3
선택이 자유롭고 

안정된 주거공간 확대

3-1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확대 
및 주택수급관리체계 구축

⋅소득 대비 부담가능한 주택의 공급
⋅자가주택 보유 부담 감소 유도
⋅주택수급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부담 가능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3-2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 확대
⋅주택재고의 10% 이상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 확대
⋅주택개량사업의 확대

3-3 살기좋은 주거공동체 조성
⋅고령자 및 장애인이 편안한 주택서비스 제공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저층주택 밀집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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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주민 워크숍 주요내용

도심권

- 인사동, 이태원 등의 도시정비 및 활성화 

- 장애인 일자리 창출

-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용산가족공원 내 용산박물관 건립

- 한남동 뉴타운개발에 따른 지하철 노선 확충 

- 용산국제업무개발사업 재추진

- 신분당선이 이촌역 경유 필요

- 강변북로 지하화사업에 이촌지구 포함 필요

- 도심부 기능강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경의선, 경부선 지하화(지상공원 확보)

동북권

- 동북권 인문계고등학교 추가 유치

- 노인일자리, 중년일자리 확충방안 마련

- 성수동 구두거리를 문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 권역 내 노인요양시설, 보육시설, 병원, 문화시설, 편의시설 등 확충

- 쓰레기 소각장을 동북1권에 설치

- 중량물 재생센터 지하화, 전철기지창, 성수동 뚝도정수장 이전

- 대성연탄공장, 코레일 정비사업소 등 이전

- 마장동 축산물시장 현대화

- 1호선 지상철 지하화

- 주거환경개선(뉴타운사업활성화), 중랑천개발(간선도로지하화),

- 통일로변과 통이로변 정비

- 광역연계교통환승센터 확충, 교차로 개선 및  도로확장

부록 5  권역별 구상 주민/자치구 워크숍 주요내용

1. 개요

구분 주요내용

일시/장소
- 2013년 3월 18일 (월),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하루에 개최
  ․  자치구 공무원 : 08:40~12:00, 자치구 주민대표 : 13:40~17:00
- 개최장소 : 서울시청(신청사) 8층 다목적 홀

참석대상
- 자치구 공무원 75명 (자치구별 도시계획과장 1인, 자치구별 현안부서 담당 과장 2인)
- 자치구 주민대표 75명(통장,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자치구별 3명 추천)

회의내용
- 자치구별 주요이슈, 발전방향 등에 대한 질문지 사전 배포 및 회수 
- 권역구상을 위한 자치구별 현안,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토론
- 권역별 주요 이슈 및 발전방향 도출

2. 주민 워크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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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 주민 워크숍 주요내용

- 주민이 원할 경우를 전제로 재개발, 재건축을 조속 추진

- 상업지역 확대 및 최고고도지구 완화

-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

- 교육특구에 대한 예산 지원

- 경전철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 해소

- 동북2권을 연계하는 교통수단 확충

서북권

- 교육환경 개선(보건원 대학교 유치, 사교육 비용 경감 등)

- 일자리창출을 위해 (구)보건원 부지를 정보통신기술연구단지 유치

- 서울화력부지 공원화는 홍대문화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하늘, 노을공원까지 연계

- 북한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지역발전 활성화

- 불광천, 홍제천 등 주요지천의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생태계 보전

- 권역 내에 특화된 도시개발(역사관광, 장애인 복지 등)

- 서민주거 안정 대책 마련

- 상암~홍대 문화관광벨트 사업 추진

- 주차공간 부족 해결방안 마련

- 6호선 복선화 및 연장(의정부까지)

- 뉴타운개발방식 지양, 새로운 형태 도시 건립 추진

서남권

- 새터민 등 소외계층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 필요

-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지원

- 도서관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공원 확충

- 준공업지역 체계적 정비를 통한 일자리  창출

- 교통체계 개선(지하철 등 대중교통 및 도로망 확충, 간선도로 지하화)

- 고도제한 완화

- 구도심 재생을 위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 중․고교 확충, 공교육 혁신 등 교육환경 개선

- 지역사회 역량강화(휴먼웨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자산 등)로 지역 자력 재생 유도

- 인근 자치구와 협력, 연계를 통한 둘레길 조성 및 관리

- 공감, 소통, 나눔의  골목이야기가 있는 골목문화 활성화

- 기업유치를 통한 권역 내 일자리 창출

동남권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예술의 전당의 시설을 활용한 문화복합공간 및 문화특구 조성 필요

- 상습침수지역에 따른 대책 필요

- 주거환경 개선(소방도로 확충 등)

- KTX 수서역사 개발로 보금자리 주택입주의 교통 체증 해결

- 광역도로망 시･군･구 도로망 확충

- 용도지역 상향(상업지역 확대, 주거지역 종상향 등)

- 골목길 활성화로 사람사는 거리 조성

-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 교육기관 부족으로 특목고 유치, 방송통신대학교 유치 필요

- 공공도서관, 어린이집 확충 필요

- 송파구 교통개선대책 필요(롯데월드타워 건축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 마련 등)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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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권

- 세운상가 재정비 방향의 조속한 설정
- 부도심 기능 강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 도심속의 빈곤층 집중지역 주거안정 대책마련 및 복지환경개선
- 주민에게 편안하고 풍요로운 생활 지원(다양한 일자리 제공 등)
- 도심기능 활성화(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등)
- 도심부 밀도, 높이 등 규제 완화
- 공원녹지의 확충(도심 속 자연휴식공간)
- 균형적인 도시발전 도모
- 용산 전자상가 단지 활성화
- 종로구 귀금속특정개발진흥지구 및 주변 귀금속 및 휘장산업 보호
-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 전입 시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 마련
- 경부선･경원선 철도 지하화(지상공원 확보)
- 여성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환경 조성
- 문화 관광벨트 조성
- 돈화문로(국악로) 전통문화지구 지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동북권

- 지하철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한양대~잠실나루역, 성수역~신답역)
- 동북권의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인 마들길의 조속한 착공
- 경원선 구간 지하화
- 독서당 건립(역사성과 시대정신을 계승한 산교육장 조성)
- 도봉 복지 공동체(동 복지위원회, 지역복지거점기관) 활성화
- 노원역을 중심으로 한 상업지역 축 확대 형성
- 아파트형공장 생산기반구축 지원
- 직주분리 베드타운에서 자족도시로 전환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산업추진
- 역세권 개발을 통한 서울 동북부 신성장 중심도시 육성
- 노원신경제(역세권, 민자역사) 거점 조성
- Bottom up 방식의 서울동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용역의 추진

서북권

- 신촌 역세권의 관광특구 육성
- 신촌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프로젝트
- 수색･상암･가좌 부도심 육성(상업지역 확대, 복합 문화 디지털 공간 조성)
- 안산･인왕산･백련산을 연계한(홍제천, 불광천, 북한산) 생태축 구축 

서남권

- 고용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 기초수급자, 장애인 복지 증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지원 시설 확충
-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충, 테마가 있는 문화공연 행사 개최
- 국회도로 지하화에 따른 지상부 공원화, 경부･경인선 지하화 및 복합개발
- 침수예방시설 확충(신월 대도심 빗물저류 배수시설 조성 등)
- 지하철 2호선 연장(9호선과 환승, 까치산~가야역 연장)
- 고도제한 완화(김포공항)
- 생태하천복원(안양천 제방사면 생태복원사업 등)
- 경인로 교통문제 해결, 사당로(관악~이수역 확폭) 간선체계 구축
- 미래 성장동력 사업(도시형산업, 문화산업) 육성
- 준공업지역의 신산업공간 창출로 산업경제 활성화
- 공간구조 정비를 통한 지역활성화 방안 마련
- 서남권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시설 확충
- 대규모(유통공구상가, 청과물･야채시장) 이적지의 도시기능 재배치 및 지역재생

3. 공무원 워크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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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견을 반영한 주거지 재생(재정비, 재건축 등)
- 양천 수변문화공간, 관악산 둘레길 등 자연자원 활용
-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역세권 중심 상업기능 확충
- 교육격차해소(공교육 혁신 지원)
-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및 교육
- 문화･체육･복지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
- 한강변 접근 시설 확충
-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역세권 중심의 업무･상업기능 강화
- 사회적 경제조직 인큐베이팅센터 건립

동남권

- 통수시설 정비 및 기능보강, 침수구간 방재지역 확충
- 생태공원 조성 및 유수지 체육공원 조성
- 구립 보육시설, 복지관, 도서관 확충, 어르신 행복한 타운 건립
- 여성이 행복한 도시구현(맞벌이 가구지원 확대, 다자녀 지원프로그램 등)
- 공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활성화 및 HUB 조성
- 사회적 기업, 마을공동체 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시스템 마련
- 대규모 교통시설 유발시설 조성에 따른 간선도로망, 철도망 확충(위례~신사 간  도시철도 조기 시

행 및 노선변경)
- 수서 KTX 복합환승센터 및 주변역세권 개발추진
- 글로벌 의료관광 및 관광진흥 활성화
- 삼성동 한전이전부지 및 학여울역 SETEC부지 복합개발 
- 노후화된 공원시설의 정비와 자연복원 사업 필요(여의천, 양재천)
- 문정지구 및 유통단지 활성화, 예비창업자 지원,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 교통개선 대책(지하철 9호선 강일지구 추가연장을 통한 균형적 교통체계 구축, 제2롯데월드 건설 

및 주변 교통개선대책 추진)
- 낙후주거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 조속 추진
-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삼각벨트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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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6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요내용 및 조치계획

1. 권역별(자치구) 설명회

일   시 :  2013. 9. 30(월) ~ 10. 7(월)

          서남권(9.30), 서북권(10.1), 도심권(10.2), 동북권(10.4), 동남권(10.7)

장   소 :  권역별 구청사 및 구민회관 등

내   용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설명 및 질의, 응답

❚ 도심권

주요의견 조치계획

강남북균형발전 측면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어
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포함 필요

- 핵심이슈계획, 공간구조구상, 생활권계획 등에서 기반시설 소외지역에 
우선적 확충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은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검토 가능

남산 주변 주거지역의 인쇄기능 밀집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에 대한 방안마련 및 도심산업에 
대한 재원투자 등에 대한 사항 반영

-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관리방향), 도심권권역별 구상 등에 주거지역의 
용도혼재지의 주거환경개선 및 도심산업 특화･육성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생활권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가능

국립의료원 이전에 따른 도심권 공공의료서비
스 유지를 위한 방안 필요

- 핵심이슈계획 1에서 공공보건기관수를 주요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 도심권권역별 구상의 주거지관리 및 개선 부분에 도심권 인구특성을 

고려한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의 사항을 보완하였음.

세운정비구역, 중구 일대 상가 노후화 등 해결
을 위한 지역재생에 관한 사항 반영

- 핵심이슈계획 등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소단위정비 등 다양한 
정비방식 적용을 통한 정비 유도 등 도시재생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한양도성 안(기존 도심) 도시재생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후속 생활권
계획 및 역사문화도심관리기본계획 등에서 검토 가능

도심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심 인프라 활용에 대한 계획 필요

- 핵심이슈계획(핵심이슈 3), 도심권권역별 구상 등에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관광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용도전환 검토 - 개별사업 추진 여부는 관련부서에서 검토하여 추진할 사안임.

권역별 구상을 7광역중심에 맞추어 7대 권역
으로 나누는 방안 제안

-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권역별 특성에 따라 중생활권 단위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음.

한양도성안 전체를 보존하기 보다는 선택과 집
중을 통한 보존과 개발의 조화가 필요

- 토지이용계획, 도심권권역별 구상 등에서 한양도성안에 대한 보존과 개
발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음.

기존 4대문안도심부 지역의 용도용적제 적용
은 불합리

- 용도용적제는 서울시 상업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사안이며, 특히 4대문
안 도심부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시 용도용적제를 배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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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권

주요의견 조치계획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방안 제시(원활한 절차진행, 기반시설 확보
방안 등)

-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비방식 적용, 필요 시 공공의 적극적 지
원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 등을 담고 있음.

광진구 현안에 대한 조치 필요 
- 동서울터미널현대화사업, 동부간선도로 상부 

공원화, 동북권 고층아파트 건립 제한 등

- 도로 상부공원화에 대한 기본방향은 공간구조 구상, 토지이용계획 등
에 담겨 있음.

- 고층아파트 건립은 해당 용도지역･지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사안임.
- 동서울터미널현대화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임.

도시환경개선, 지역단절 해소 위한 청량리~의
정부 철도노선 지하화 반영

- 철도축 재생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동북권 군부대 이전(배봉산 기관포 부대 등) -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건대입구가 성수지역중심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성수지역중심의 범역은 기존 건대지구중심을 포함함.

군자역역세권개발을 위한 지역중심 지정
- 서울시 차원의 균형발전과 생활권내 고용기반 및 자족성 강화를 위해 

동북권에 망우, 미아, 성수 등 3개의 지역중심을 설정함.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 앞 등 용도지역 상향 
필요

- 용도지역 조정에 대한 기본방향 및 요건을 담고 있음.
- 특정지역의 용도지역 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임.

성북구 성곽인접지역 한옥 시범사업 등 조속한 
추진

-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추진할 사안임.

성수동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주민의견 반
영 필요

- 공간구조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한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계
획에서 제시한 초고층 건축기준 등에 따라 검토 필요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공간, 휴식공간, 
생활체육공간 등 확충 필요

- 동북권 권역별 구상에서 생활권단위의 균형있는 녹지, 체육시설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서북권

주요의견 조치계획

신촌지역중심의 기능 관련, 홍대외에도 연대, 
이대, 서강대 등을 포함하여 검토 필요

- 중심지체계와 서북권권역별구상에 홍대외 연대, 이대, 서강대 등 주변 
대학을 포함하여 기술하는 등 신촌지역중심의 기능을 보완함.

생활권계획 수립 시 모든 분야를 담을 수 있도
록 서울시 차원에서 행정지원체계 구축 지원 
필요

- 지속적으로 지원 필요사항을 검토하여 시행하겠음.

지하철 공사 등 산하기관 사업에 지역주민의 의
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신
촌역로타리케노피 공사 등)

- 도시기본계획의 후속 생활권계획은 주민, 행정, 기관 등 다양한 주체
간의 협의를 통해 수립될 예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음.

주민 보행권확보, 노점상 생존권 문제 등 노점
상 대책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 
필요

- 노점상 대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추진할 
사안임.

연세로 주변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 반영
- 특정지역의 용도지구 해제 여부는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결정할 사

안임.
경의선 등으로 단절된 가재울뉴타운~상암
DMC~수색 연계방안 제시

- 철도축 재생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단절에 대한 연계성은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임.

통일에 대한 계획 보완 필요(홍제~연신내･구파
발~경기도)

- 서북권 통일에 대한 대비는 광역철도축, 권역별 구상 등에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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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견 조치계획

잠실역 일대 등 지하공간 개발 등에 대한 서울
시 차원의 마스터플랜 필요

- 지하공간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기존 공공지하시설물과 
민간건축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입체적 공간구축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토지이용계획).

동남권 일대의 풍납토성, 남한산성, 선사유적지 등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방안 필요

- 동남권 권역별구상에서 권역 내 역사문화 컨텐츠 강화에 대한 내용
을 담고 있음.

- 관광자원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제2롯데 건립과 관련 추가적인 교통대책 마련 
필요

- 광역철도 확충, 녹색교통체계 등 큰 틀에서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

잠실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 생활체육시설, 여가문화 등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음.
- 잠실운동장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검토･추진

할 사안임.
복지관련 시유지 활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확보 가능성 여부

- 각종 개발과 연동한 공공기여 등을 통해 확보 가능

제1종전용주거지역(삼성동 아이파크연접부) 종상향
- 용도지역 조정에 대한 기본방향 및 요건을 담고 있음.
- 특정지역의 용도지역 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임.

천호･길동지역중심을 잠실광역중심과 연계하여 
광역중심으로 조정 검토

- 천호･길동은 지역중심으로 지정하여 생활문화 거점으로 조성

남부터미널, 양재IC 등 중심지 지정 검토
- 중심성이 높은 지역은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지구중심 지정요건

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지구중심으로 조정 검토 가능
지역특화와 관련 암사수변공간 활용에 대한 내
용 포함

- 권역별 구상의 지역특화와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한 자치구 개별 사
안은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검토 가능 

동남권의 주차장 및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
적 방안 제시

- 동남권 권역별 구상에서 저층밀집지역의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을 
담고 있음.

- 해당 권역별 구체적인 사안은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가능

❚ 서남권

주요의견 조치계획

영등포･여의도 도심의 서남권에서의 역할 제시
- 여의도･영등포 도심의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역할 외에도 영등포역 주

변 정비를 통해 첨단산업 및 상업･업무중심 기능을 강화하여 서남권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보완함(서남권 권역별 구상 부분).

봉천(서울대입구)지역중심의 범역에 신림역 포
함여부 및 신림역주변에 대한 관리방향 마련 
필요

- 토지이용 현황 및 잠재력 등을 고려할 때, 상업 단일 기능의 신림역 
일대에 비해 업무와 상업 기능이 복합된 봉천(서울대 입구역)을 지역
중심으로 설정

-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시 신림역 주변 관리방향 보완 
가능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구체적 정비방안 제시
- 준공업지역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담고 있음.
- 구체적 정비방안은 후속 생활권계획과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재정비 

시 검토 가능
경부선 지하화와 관련 7개 자치구 용역결과 반영 - 철도축 재생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경전철 난곡선 연장 반영 - 관련 부서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등의 큰 방향을 따라 추진할 사안임.
제물포로 지하화 사업 관련 주거환경, 경관, 교
통 등 세심한 계획 및 검토

- 제물포로 지하화에 관한 사항은 서남권 구상에 기반영

동작･관악구가 서남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
당･이수 지역중심의 구체적 발전방향 제시

- 중심지체계, 서남권 권역별 구상 등에 사당･이수 발전방향을 보완함.

제1종주거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종상향반
영 요구

- 토지이용계획에 용도지역 조정에 대한 기본방향 및 요건을 담고 있음.
- 특정지역의 용도지역 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임.

❚ 동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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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 

2030년 서울시가 달성할 궁극적인 모습에 
대한 구체화된 미래상 필요

- 2030 서울의 미래모습은 핵심이슈별 계획과 공간계획 등에 
구체화되어 있음

- 시민의 합의에 의해 미래상이 설정되었음.

기술변화 등 미래트랜드를 고려한 계획의 
방향성 제시

- 핵심이슈별로 미래트랜드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음.

고도이면서 현재 수도로서의 경쟁력, 장점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과거 역사와의 소통과 
배려도 미래상 부분에 나왔으면 함. 

- 핵심이슈별 계획(핵심이슈 3)에 기본방향으로 반영되어 
있음.

핵심
이슈
관련

계획지표의 적절성, 달성가능성 재검토 필요
- 향후 서울플랜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임.

핵심이슈별 계획에 교육에 관한 사항 보완 필요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도서관 등 인프라 

및 학교시설개선 반영 필요

- 핵심이슈계획 1의 목표 4에 반영되어 있음(OECD 수준의 교
육환경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역사문화 관련 주요지표
로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기반시설 수를 제시하였음).

- 그 외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계획 등으로 
지속 추진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체육시설 확충
- 사회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 대한 내용

을 보완함(핵심이슈계획 1의 전략 2-2의 시책).

서울이 가져야할 문화적 선도성, 문화와 문화
인 지원방안 제시

- 문화예술인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시책 추가하여 보완함(핵심
이슈계획 3 전략 3-2).

전통산업, 소상공인 등의 육성･보존에 대한 
전략 제시(특정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
구 등에 부작용 해소 방안 등)

- 영세임차인 등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제의 제도개선에 대한 사항을 보완(핵심이슈
계획 2의 전략 1-3의 시책)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 시 다양한 산업종사자가 참여
하는 상향식 계획수립 및 소단위 정비방식 추진 등을 보완(도
심권 권역별 구상)

안전과 관련하여 소방차 진입불가 도로에 대
한 문제제시

- 소방차 진입 불가도로 개선 등에 대해서는 비상출동차선 관리
방식 개발 및 적용 등의 내용으로 기 반영
(핵심이슈 4 전략 3-2의 시책)

‘도시재생특별법’제정 관련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방향제시

-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등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
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뉴타운 등 정비
사업 추진방향을 보완(핵심이슈계획 5의 전략 1-3)

핵심이슈 2 관련, 목표와 전략의 연계성, 개
별 전략 등의 차별성 검토

- 핵심이슈별 계획 검토 후 수정 및 보완

공간
구조

1도심 9부도심 체계 검토(영등포･여의도, 강
남은 부도심이 적절함)

- 서울은 다핵기능중심의 공간구조 실현을 위해 3도심이 필요

핵심이슈별 계획의 공간계획으로 연계 방안 - 공간구조구상에서 핵심이슈계획실현을 위한 12개 세부과제 제시

2. 공청회

일   시 :  2013. 10. 12(토) 14:00~18:00 

장   소 :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 

내   용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발표, 지정토론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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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구상이 지역특화 위주로 구성되어 검토 
필요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함.

‘대도시권 혁신클러스터 육성’내용의 적절성 
검토(서울 내 핵심적 산업클러스터를 우선 도
출하고 외부와의 조성 검토)

- 광역중심지의 특화기능을 주변 수도권지역의 기능과 연계･육성
하는 방향으로 보완함(공간구조실현을 위한 주요과제 5).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자치구간 이해･조정
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을 위한 생활권계획 수립지침에 제시

계획의
실현성

서울플랜이 서울시 전 분야의 최상위계획으로
서의 실현가능성 여부

- 도시기본계획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주요지표 관리를 
통해 계획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시정의 부분별 계획 수립 
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서울시 최상위
계획으로서 위상 정립 및 실현성을 강화해 나감.

-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를 담아
냄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을 강화함.

계획실현을 위한 재정계획과 단계적 실천계획 
제시

- 제6장 실현화방안에 재정투입원칙과 단계적 실현전략을 제시하
였음.

서울플랜 구성의 법적요건과 정합성 검토 - 법 및 지침상 구성요건에 적합하게 수립하였음.

시민
참여형
계획

100인 시민참여의 대표성, 적절성

- 100인의 시민참여단은 숙의를 위한 적정한 규모임.
- 이해관계를 배제한 공정성을 기하고,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의뢰, 지역･연령･성별･직업 등을 고려하여 랜덤방식
으로 선정

시민참여단 선정과정 제시 - 자료집1 조사보고서 제3부 서울플랜 수립과정에 상세히 수록함.

기타
의견

서북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은평새길 추가 
반영 필요

- 서북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통일로 교통량 분
산처리를 위해 은평새길을 추가하는 사항을 보완(서북권 권역
별 구상)

필동 일대 주택가에 인쇄공장 밀집에 따른 주
거환경악화에 대한 대책마련

-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관리방향), 도심권권역별구상에서 주거지
역의 용도혼재지의주거환경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음.

- 생활권별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가능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주변지역에 대해 전면철
거방식과 수복재개발방식을 적절히 혼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반영

- 핵심이슈계획, 권역별 구상 등에서 도심권의 경우 다양한 정비
유형을 개발하여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서계동 지역 용도지역 조정 건의
- 용도지역 조정에 대한 기본방향 및 요건을 담고 있음.
- 특정지역의 용도지역 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임.

한양도성안 전통산업, 소상공인에 대한 미래
를 계획에 반영

- 핵심이슈계획(핵심이슈 2), 도심권권역별 구상 등에 전통산업 
특화･육성, 소상공인 성장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강남북 균형발전, 균형있는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성평등에 대한 내용 반영

- 강남북 균형발전은 미래상, 공간구조 구상 등 계획 전반에 반
영되어 있음.

- 성평등에 대한 사안은 핵심이슈 1의 별도의 목표로 제시되어 
있음.

선진대중교통 인프라 공급, 보육 및 노인부양
시설 공급,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 문화기반
시설 확대 등의 조속한 추진 필요

- 핵심이슈별 계획에서 교통인프라, 고령자･여성을 배려한 시설 
확충, 부담가능한 주택공급, 균형있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을 
강조하고 있음.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
- 핵심이슈별 계획 등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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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체계 및 
내용

도시기본계획의 편제 관련 : 특정주제별 
계획(핵심이슈별 계획)과 부문별계획을 
함께 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필요

- 법 및 수립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문별계획 중에서 미흡한 
사항은 본보고서에 보완하고, 체크리스트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자료집에 수록

- 정보통신 및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 핵심이슈 5 목표 1의 전략 
추가(전략 1-4)

- 물류계획 : 핵심이슈 5 목표 1의 전략 추가(전략 1-5)
- 토지의 수요추정 및 공급방안(자료집1 제1부 토지이용에 수요추

정 및 공급방안 수록, 본보고서 토지이용계획의 용도지역 관리방
향에 추가 보완)

- 국토법 및 수립지침과의 정합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작성
하여 자료집 1부에 보완

`생활권 계획`의 법적 구속력확보 차원에
서 `생활권 계획`을 포함하여 도시기본계
획을 변경하는 방안 검토

-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정에서 생활권계획의 법적 안정성에 
확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갈 예정

계획수립 과정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실
적을 연표 등의 형식으로 제시(자료집에
는 구체적인 활동 및 의견 등을 수록)

- ‘서울플랜의 수립과정 및 추진체계’에 수립과정별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내용 등을 보완(본보고서 제1장 4절)

- 구체적인 활동 및 의견은 자료집1 제3부(서울플랜 수립과정)에 
상세하게 수록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및 평가에 대한 내용을 검토, 「2030 서
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 서울플랜 수립배경 및 서울플랜 수립방향과 특징(제1장 제2절~
제3절) 등에 2020 서울 도시기본계획을 포함한 기존 도시기본
계획의 한계, 개선방향 제시 

도시기본구상도는「도시･군기본계획수립
지침」상의 도시기본구상도 작성기준에 
맞추어 충실하게 작성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을 재검토하여 수정, 보완함.

계획목표 및 
지표설정

사회적 인구의 증감 분석 등을 추가하여 
인구지표를 보다 정밀하게 설정하고, 이
를 통해, 토지이용계획 부분의 목표연도 
용도지역별 토지연면적과의 정합성 검토 
필요

- 통계청 추계인구를 바탕으로 계획인구를 산정한 근거 및 토지소요
면적 산정 근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함.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상의 환경지표 중 
누락된 지표 제시 예) 주택(1인당 주거연
상면적 등), 복지, 여가 등

- 핵심이슈별 계획 지표 부분에 보완, 검토
- 내년 시행 예정인 서울플랜 모니터링 시 지표 관련 사항 검토, 

보완 예정

부문별
계획

5대 핵심이슈 및 목표, 전략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총괄표 삽입

- 핵심이슈별 계획에 총괄표 추가(제3장 핵심이슈별 계획 도입부)

3. 관련기관 및 부서협의

일     시 :  2013. 10 ~ 12

협의기관 : 국토교통부, 인접 시･군, 서울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내     용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의 수정･보완 사항에 대한 협의 

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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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견 조치계획

토지이용현황을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고,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
지의 생활권별, 목표연도별 조정방안을 
지표에 반영

- 기개발지, 개발가능지, 개발억제지, 개발불가능지로 구분하여 보
완(자료집 제1부 기초현황분석)

-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보전용지 조정방안(본보고서 토지이
용의 용도지역별 관리방향에 보완, 특히 시가화예정용지의 경우
녹지지역의 총량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완)

토지연면적의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검
토(현재의 용도지역상 공급가능한 토지
연면적 및 추정치와 비교)

- ‘용도지역별 수요 및 공급방안’에 기반영
 (자료집1 제1부- 토지이용 부문)

상위계획 상의 도로/철도 노선 중 서울
시 관련 노선 교통축에 반영
- 국가 및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노선은 서울시 자체계획임을 명시
- 광역노선의 경우 인접 지자체 와 협

의하에 계획/추진됨을 명시

- 국가계획 및 상위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노선은 서울시 자체 
계획임을 해당 부분에 보완(공간구조 설정의 광역교통축 계획)

- 인접 지방자치단체로 연결되는 광역노선의 경우에도 인접 지방자
치단체와 협의 하에 계획 또는 추진되는 사항임을 해당 부분에 
보완(공간구조 설정의 광역교통축 계획 도입부)

- 물류계획, 정보･통신계획, 유비쿼터스 
도시계획의 보완 필요

- 교통계획 수립 시 목표연도 및 단계
별 최종년도의 교통량 추정치를 기본
계획에 수록

- 정보통신 및 유비쿼터스 도시계획 : 핵심이슈 5 목표 1의 전략 
추가(전략 1-4)

- 물류계획 : 핵심이슈5 목표1의 전략 추가(전략 1-5)
- 교통량 현황 및 추정 등은 자료집 제1부 기초현황분석에 보완

장기미집행 도시자연공원 처리방안 마련 
및 이를 반영한 도시공원 지표 제시

- 도시자연공원 처리방안 보완(핵심이슈 4의 목표 1), 
- 도시공원현황은 자료집 제1부에 수록되어 있으며, 핵심이슈 4에

서 주요지표로 공원서비스 소외지역 비율을 설정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와 공원소외지역에 대한 방안 등은 핵

심이슈계획에 기반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대응방향 
추가 보완(핵심이슈 4의 목표1)

철도계획 
관련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 남부광역급행
철도의 신규노선에 대해 사업주체를 명
확히 할 필요

-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사항은 해당 부서의 개별 계획을 통해 정리 
가능

KTX의 동북부 연장(수서~의정부)는 제2
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사전 협의 후 반영 
필요

- 광역철도 확충에 대한 우리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임.
- 구체적 노선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

획임.

난곡선, 위례선, 위례신사선은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확정
되지 않았으므로 사전 협의 후 반영 필
요

- 난곡선, 위례선, 위례신사선은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서 설치 타
당성이 검증된 노선임.

- 계획 확정단계에서 일부 조정되는 사항은 최종 수립되는 도시철
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

경춘선 폐선부지는 국가소유이므로 공원
화 등 토지활용을 위해 사전에 협의 필
요하므로 수정 또는 사전 협의 후 반영 
필요

- 철도 폐선부지 등에 대한 일반적 관리방향을 제시한 사항임.
- 구체적인 토지활용계획은 개별 사업계획 단위로 검토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사전 협의 추진
할 계획임. 

서울 도심 내 광역급행철도망 구축은 서
울시내에 해당하므로 광역철도망이 아닌 
도시철도망으로 수정 필요

-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서울역~삼성~여의도 연결 축을 
기본으로 광역철도축을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계획에 미반영된 
노선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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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기도

주요의견 조치계획

「목동선」, 「화곡역~홍대입구선」과 부천시 연계 노선을 장
기계획으로 반영하도록 제안

- 경전철의 구체적인 노선은 도시철도기본계획 등 개별 계획
에서 결정할 사항임.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보전산지축을 근간으로 
산줄기가 연결되도록 계획 수립

- 현재 수립중인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의 큰 틀에서의 기본
방향은 반영되어 있음.

도시기본계획 내 세부사업 수립 시 경기도 지정문화재의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연접 또는 중첩지역에 대해 문
화재 보호를 위한 조치를 계획 내 반영하도록 하며, 문화
재 현상변경허가 등의 절차 이행

- 핵심이슈 3의 목표 1의 시책 ‘역사문화자원과 주변의 도시
계획적 관리’와 제6장 계획의 실현‘광역적 협력 거버넌스 
강화’에 반영함.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과 
정합성 
검토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설정한 인구지표를 초
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구지표 관리

- 통계청 인구를 근거로 관리함.

서울 중심적 공간구조를 「다핵연계형」공간
구조로 전환

- 연접 수도권지역의 연계를 고려하여 공간구조 및 교통체계
를 설정함.

서울 중심 방사형 교통체계를 환상격자형 
교통체계로 전환

수도권 광역전철망확충계획 및 간선도로망 
정비구상 반영

행복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시책과 
연동하여 수도권 관리방식 전환 등

- 계획여건변화에 반영함.

광역중심과 지역중심은 수도권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되어
야 하며, 향후 발전가능성 및 수도권 다핵화전략에 맞게 
중심지발전방향과 기능, 연계협력방안 등에 대한 조정 필요 

- 중심지 체계 설정 과정에서 기반영된 사항임.

대도시권이라는 영역성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경기도와 인
천시 전체를 서울대도시권에 포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서울 대도시권은 인접한 시･군을 포함한 대도시권을 지칭하
는 일반적 용어임.

수도권 계획적 관리체제로의 전환과 대도시권 발전전략 
수립의 필요성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도간 협력
형거버넌스 실현방안을 제시

- 상설 광역계획기구의 설치 및 새로운 광역거버넌스 도입 등
의 사항으로 기반영함(제6장 제3절 시민참여 및 거버넌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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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광역시

주요의견 조치계획

수도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내용 
제시가 필요함

- “관광인프라구축을 통한 문화산업기반 강화” 시책에 관광산업인프
라를 강조하고, 수도권 관광상품 공동개발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수도권 협력방향 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완함(핵심이슈계획 2의 
전략1-1의 전략 수정･보완).

광역연계거점 육성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과 수도권의 중심지간 기능이 상호 보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발전방향이 제시되어 있음(기반영된 사항).

주변 지자체(인천, 경기)와의 협력내용에 관한 검토가 
필요함.

- 서울 대도시권 차원의 공동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광역계획기구 도입 등을 제안함(제6장 계획의 실현 부분 보
완).

4) 서울시 관련부서

주요의견 조치계획

주거
재생과

핵심이슈 5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지 관리체
계 구축(전략 1-3 시책) 보완 필요
 -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특성보전이 필요한 주거지역 포함.

- 핵심이슈계획 5의 전략 1-3 시책에 해당 내용을 반영함.

핵심이슈 5 전략 3-1 보완
 - 주택수급관리체계 적용에 대한 내용 추가 

반영 요청

- 핵심이슈계획 5 전략 3-1 보완(주택수급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내용 보완)

토지이용계획의 ‘주변지역을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에서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
역 등 특성보전이 필요한 주거지역 포함 필요

- 토지이용계획 부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함.

지역생활권과 주거생활권의 역할분담에 대한 내
용 추가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의 주거생활권계획은 상위계
획인 2030 서울플랜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임.

도로
계획과

서북부지역 대규모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고 통일로의 교통랑을 분산처리하기 위해 
은평새길 추가반영 필요

- 서북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통일로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해 은평새길 추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함(서
북권권역별 구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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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주요의견 조치계획

용산

핵심이슈 3(역사문화 관련 재검토)
 - 강북지역만을 역사문화중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재검토 필요(강남북 
구분없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 강화를 위해 강북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대한 역사문화를 특화･육성하여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높여가도록 내용 보완(핵심이슈 
3의 전략 1-1 보완)

조망보호 기준마련 시 기존 연구들을 반영하되, 
이미 기능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준 
재설정 필요

- 경관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가능

철도로 단절된 구간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지역활성화 도모(핵심이슈 5의 노후철도축 
재생과 관련)

- 핵심이슈 5, 토지이용계획 등에 철도, 도로 등으로 단절된 
구간의 정비 등에 대한 기본방향은 담고 있음.

- 각 지역별 구체적인 사항은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가능

용산국제업무지구 해제(2013.10) 반영 필요 - 해당 부분에 반영함.

서대문

신촌중심 창조문화육성 제시 수정 필요
 - 연대, 이대 등 주변 대학 포함하여 권역별 

구상의 발전방향 수정

- 홍대 외 연대, 이대, 서강대 등 주변 대학을 포함하여 
기술하는 등 신촌지역 중심의 범역 과 기능에 관한 사항 
보완 (중심지체계, 서북권권역별 구상)

서북권구상의 중심지･일자리 분야관련, 
홍제지역의 도심과 연계한 상업･업무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 포함

-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홍제지역의 발전방향 등을 검토 가능

자치구내 용도지역･지구 조정 반영
- 용도지역 조정에 대한 기본방향 및 요건을 담고 있음. 

특정지역의 용도지역 조정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결정함.

경의선 지상구간 지하화 및 상부공원화 
가재울뉴타운과 마포지역간 경의선철도 단절 
해소방안 반영

- 큰 틀에서의 철도재생과 지하화 구간의 활용 및 관리방향 
등을 담고 있음.

- 구체적인 사업추진 여부는 별도 계획 및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필요

은평
은평새길 추가 및 통일로 우회도로 노선변경 
반영

- 서북부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 및 통일로 교통량 
분산처리를 위한 은평새길 개설 관련 내용을 보완함(서북권 
권역별 구상).

강북

지구중심 조정기준 변경 요청
 - 지구중심의 총량범위 및 준주거지역 이상의 

제한 내용 변경 요청

- 기존 중심지체계 존중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심지의 
총량 범위 제한 필요

- 중심지는 상업･업무중심의 토지이용특성을 가진 곳에 지정

강북구 구간의 도로확장 등 교통량 완화 방안 
마련

- 철도, 도로 등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을 
담고 있음.

- 개별적인 도로확장 등에 대한 사안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임.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밸트축 설정 요청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포함

- 동북권역별 구상에 권역 내 주요 산과 하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역사문화관광밸트 조성을 
주요과제로 제시함.

-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별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안임.

우이~신설 경전철 구간 신규 역세권 지역의 
개발압력에 대응한 공공의 선제적 관리방안 
마련

- 핵심이슈계획과 토지이용계획에서 역세권이용과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함 

- 경전철 등 신규역세권의 관리방향은 후속 생활권계획 
등에서 검토 필요 

노원
신･재생 에너지활용분야의 계획필요
 - 친환경에너지 생산확대 및 활성화

- 핵심이슈별 계획4(목표 2 : 에너지 효율적인 자원순환도시 
실현)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5)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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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사업시행을 위한 자치구간 상생전략 및 
협업을 위한 방향 제시

- 권역별 구상을 통해 권역차원의 분야별 주요과제 등을 
제시하였으며, 

- 자치구간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안 등의 조정을 위해 
자치구, 주민 등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후속 
생활권계획수립의 근거를 제시하였음.

성동
토지이용계획의 대규모 개발가용지에 성수동 
삼표 레미콘 부지 추가

- 개발가용지에 대한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해 토지이용계획 
등에 담고 있음.

광진

건대입구를 성수지역중심과 함께 도시공간구조에 
반영 (성수･건대입구 지역중심으로 변경)

- 성수지역중심은 기존 건대지구중심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공간구조계획 및 권역구상에서 명시하였음. 특정대학명칭을 
중심지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성수지역중심”으로 명명함.

‘구의지구중심’과‘군자지구중심’의 중심지 위계 
조정 

- 토지이용현황 및 잠재력 등을 고려 시 현 중심지체계 
유지가 적절함.

동대문

청량리역 주변개발로 부도심기능 강화 
 – 청량리 역세권빌딩단지조성, 철도부지 복개 

광장조성, 약령시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 

- 청량리역 주변은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상업･문화기능 집적을 통한 내실있는 성장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함.

- 개별 사업의 추진 여부는 관련부서에서 검토 필요
경원선 지하화 등 단일생활권 형성을 통한 
도시재생

- 철도축 재생 및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 활용 등의 
기본방향을 기제시함.

신이문역~선릉역 간 지하철 건설 - 신규 지하철 건설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추진이 필요함.

권역 내 특화산업 발굴 및 육성 
 - 답십리 산업문화거리, 장한평 중고차 시장, 

제기동 경동시장

- 권역별 구상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 권역 내 특화산업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은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가능

홍릉 글로벌 녹색성장단지 조성 - 관련 부서에서 별도 검토･추진할 사안임.

도봉

창동역 일대 공공용지 및 주변이 
창조산업파크로 구축되도록 반영(동북4구 
발전방안 수립연구에 반영하여 대규모 가용지 
관리방향 보완)
 - 창조 문화인프라시설 건립, 

지식기반형창조산업 유치, 기존 상업지역에 
문화예술 관광산업 유치

- 토지이용계획 상 대규모 가용지 관리방향에서 창동 
차량기지 일대의 큰 틀에서의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음.

- 세부적인 사항은 후속 생활권계획 및 관련부서에서 별도 
검토될 사안임. 

핵심이슈 3에서의 권역별 문화축구상에 
동북4구의 자연역사문화관광밸트 조성 반영

- 핵심이슈계획의 권역별 문화축 구상은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 자연역사문화 관광밸트 관련 사항은 동북권 권역별 구상에 
반영되어 있음.

권역 내 교통체계 개선
 - 경원선 지하화, KTX 동북부 연장시창동역 

경유 
 - 창동역 주변 개발계획을 고려, 동부간선도로 

전구간 지하화 반영

- 철도축재생 및 도로 지하화와 관련, 큰 틀에서의 방향은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지하화 구간 등은 관련부서 및 별도 계획으로 
검토될 사안임.

- KTX 등 광역철도축에 대한 기본구상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최고고도지구 규제 완화 
 - 5층 20m이하 → 층수 규제는 배제하고 

높이규제만 적용 요청

- 용도지구 규제완화는 별도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검토할 
사안임.

성균관대학교 야구장부지에 
대규모종합의료서비스기능 도입 내용 추가 요청

- 토지이용계획에서 대규모 가용지에 대한 큰 틀의 
관리방향을 제시함.

- 특정 기능 도입과 같은 구체적 사안은 개발사업 가시화시 
별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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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구로공단역사 기념사업을 핵심이슈계획(서남권 
문화축)에 포함

- 핵심이슈계획의 권역별 문화축 구상은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개별사업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독산･시흥 지역중심으로 지정, 시계(석수) 
지구중심 지정

- 서남권에는 목동, 봉천, 사당･이수 등 3개의 지역중심을 
설정하였음. 

- 지구중심은 지구중심 조정기준 등에 따라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조정 여부 검토 가능

경전철 금천선 노선 도면에 
표기(도시철도기본계획의 장기검토 노선)

- 경전철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은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 노선 등은 도시철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임.

경부선 지하화 추진 내용 포함
- 철도축재생 등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온수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방안 반영

- 서남권 권역별 구상에 기 반영되어 있음.

관악

서남권 권역별 구상에 봉천지역중심의 육성방안 
추가 필요
 - 봉천지구중심이 지역중심으로 중심지위계가 

조정되었으므로 향후 서남부지역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할 여건 조성이 필요

- 봉천지역중심을 행정, 상업, 문화, 대학 등의 특화된 
기능의 융․복합을 통한 서남권의 고용거점으로 육성하는 
내용으로 보완(공간구조 개편구상의 지역중심 특성 및 
육성방향과 서남권 발전구상)

서남권 권역별 구상의 지역특화부문(지역 내 
특화 산업문화공간 육성)에 서울대 고시촌 추가

- 권역별 구상의 지역특화부문은 권역의 특화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서울대 고시촌과“특화된 
산업공간”은 연계성이 낮음.

- 서울대 고시촌 활성화에 대한 사안은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에서 검토 가능

교통체계 등 각종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반영
 -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
 - 서울대 앞 광장 조성 반영 
 - 관악구 폐기물 종합시설 건립, 신림동 

고시촌 내 문화복합시설건립
 - 동서간 연계도로개설                    
   (호암길~신림재촉진지구~난곡길~시흥대로)
 - 신림~봉천터널 상부 경관개선 및 

문화복합시설 건립
 - 봉천~사당간 터널 건설사업

-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은 서남권 권역별 구상에 반영되어 
있음.

- 그 외 개별사업 및 특정구간의 도로개설 등은 관련부서 및 
후속 생활권계획 등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임.

양천

자치구 내 용도지역 상향검토 요청
 - 9호선 개통으로 인한(염창, 등촌) 역세권 

개발잠재력을 감안하여 용도지역 상향 검토
 - 상업지역이 목동택지개발지구 내 중심축에 

편중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확대 조정가능 
검토

 -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상부구간이 
친환경공간으로 조성됨으로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개발이 필요하므로 경인고속도로(양천구) 
주변 용도지역 상향을 검토

- 용도지역 조정에 대한 기본방향 및 요건을 기본계획상에 
담고 있음.

- 특정지역의 용도지역 조정은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결정될 사항임.

목동아파트 재건축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향후 
재건축을 위한 교통망 검토

- 핵심이슈계획에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 서남권 권역별 구상에서 목동 등 계획시가지의 큰 
틀에서의 정비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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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 목동지역 학교는 현재 과밀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소방안 검토

- 핵심이슈계획 1의 목표 4에 OECD 수준의 교육환경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각 지역의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계획으로 지속 추진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구시가지의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 방안 검토

- 자치구내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구체적으로 검토 가능함.

서초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구간 지하화하여 상부를 
친환경공간으로 활용

-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선행 필요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임.

성뒤마을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반영
- 녹지지역 감소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임.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에 서초･교대 
추가

- 국제업무 및 MICE 중심지는 강남도심의 육성방안이며, 
서초･교대지역의 발전방향 등은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매헌지역을 지역혁신을 위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양재대로 이남에 복합환승센터 신설
- 핵심이슈계획에서 교통결절점의 환승체계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구체적인 대상지역은 관련부서에서 검토할 사안임.

서초구의 보육시설의 균형적 확보
- 핵심이슈계획 1 등에 보육시설의 균형적 확보 등의 내용 

포함
잠원동 고등학교 유치 - 특정지역의 학교 유치는 별도 관련 계획으로 검토 필요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필요 

- 사회적기업, 마을공동체 기업 육성 등의 사안은 핵심이슈 
2에 반영되어 있음.

양재․우면지역 첨단 R&D 클러스터 육성 
(동남권 중장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거점 
육성)

-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들을 검토 가능

예술의 전당 주변 문화관광밸트 조성
- 동남권 권역별구상(권역 내 역사문화 컨텐츠 강화)에 

기반영되어 있음.
서초동 클래식악기거리와 반포동 세빛둥둥섬 
중심의 지역특구 조성

- 후속 생활권계획 등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핵심이슈계획의 5대 생활권별 특성을 반영한 
문화축구상 부분에 서초지역 포함

- 핵심이슈계획의 권역별 문화축구상에서 권역별 특성을 
고려, 큰 틀에서의 방향을 제시하였음.

저지대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반영
- 동남권 생활권 구상에 수해 등 재해대책 방안을 

마련하도록 반영되어 있음
양재시민의 숲 수변 공원 조성 -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검토 가능
공원소외지역을 중심으로 신규공원 확충 - 핵심이슈계획 4에 기반영되어 있음.
여의천과 양재천 자연복원 사업 등 반영 -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검토 가능
양재동 177번지 일대(자연녹지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반영

- 녹지지역 감소를 가급적 최소화하는 것이 토지이용의 
기본방향임.

노선상업지역 재정비를 위한 방안 제시
- 용도지역별 관리방향에 상업지역은 면적 형태로 지정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대규모 이전예정지에는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유도 근거 마련

- 토지이용계획에 대규모 가용지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양재 지구중심을 지역중심으로 상향
- 강남 도심과의 인접성, 양재지구중심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음.

기존 지구중심 조정 및 승격
- 기존 지구중심의 조정 등은 지구중심 조정기준 등에 따라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조정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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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내 용도지역 조정
- 용도지역 조정에 대한 기본방향 및 요건을 담고 있음.
- 특정지역의 용도지역 조정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임.

송파

수서･문정 지역중심의 역할에 대한 문구 보완 
필요
 - 업무･R&D･물류기능 복합기반 구축에 관한 

내용 포함

- 광역교통기능(KTX)과 연계하여 업무･R&D･물류 등 
복합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으로 
수정․보완(공간구조 구상의 지역중심 관련 부분)

동남권 권역별 구상 중 일부 문구 수정
 -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 

용도지역 조정 등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 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용도지역 
조정(상향)을 통한 고층고밀의 아파트로의 개발 보다는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이 필요

강동

천호･길동 지역을 광역중심으로 중심지위계 
조정 및 관리방안 마련(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 천호･길동은 지역중심으로 지정하여 생활문화 거점으로 
조성

- 구체적인 관리방향은 기존 지구단위계획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천호~길동~상일동~강일동 복합업무 중심지로 
연계 육성

-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상일동 신성장동력사업(엔지니어링 복합단지 등) 
육성

- 동남권 권역별 구상에 강동구 첨단업무단지 관련 내용이 
제시되어 있음.

고덕강일1보금자리주택 상업업무지역 경제 교통 
허브거점 발전

-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천호대로･올림픽로 주변 상업･업무 활성화 - 후속 생활권계획에서 검토

지하철 9호선 추가연장(강일동까지 연장)
- 대규모 도시공간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편익증진, 경제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9호선 추가 연장을 검토하는 내용을 
보완(동남권 권역별 구상)

상습교통정체구간(천호대로, 방아다리길, 성안로) 
및 대규모 개발(고덕강일, 하남미사지구 등)에 
따른 교통체계 개선

- 철도, 도로 등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큰 틀에서의 방향을 
담고 있음.

- 특정 지역 교통체계 개선은 관련 부서에서 별도 검토

동남로 도로확장 및 자전거도로 설치
- 도로 등 교통체계 개선과 보도･자전거 도로에 대한 큰 

틀의 방향을 담고 있음.
- 개별 도로확장 및 설치 등은 관련부서에서 별도 검토 필요

고덕차량기지 이전 검토 및 개발계획 수립
- 특정 시설의 이전 및 해당 부지의 개발계획은 

관련부서에서 별도 검토 필요

강동구 내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속추진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은 핵심이슈계획 
등에 담고 있음.

- 세부 추진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관련계획에서 검토 

강동구에 추가적인 임대주택단지 조성 지양
- 특정 자치구에 임대주택단지 추가 조성을 지양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담기에 적절하지 않음.
수변(지천) 네트워크 조성
(초이천~대사골천~고덕천~망월천~한강생태공원)

-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구체적으로 검토 가능

암사역사생태공원 및 명일근린공원사업 지원 
필요(암사동 선사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서울시 공동노력 요청)

- 관련 부서에서 별도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사안

강동아트센터 일대 문화․예술특화공간으로 
조성추진

- 후속 생활권계획 수립 시 검토 가능

광역발전축계획에서 경춘축 추가 
(서울~춘천~강원권으로의 지역특화육성 
기반조성)

- 공간적 연계성이 부족하여 경춘축 추가에 대한 내용 
포함에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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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슈별 목표 및 전략을 종합한 통합
표 추가 필요

- 「서울플랜 본보고서」에 핵심이슈별 목표 및 전략, 시책 등에 대한 통합표
를 수록함.

정량적 지표 외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정성적 지표 개발 필요

- 내년 시행 예정인 서울플랜 모니터링에서 정성적 지표 및 국제적 통용 지
표 등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분석하는 것을 검토 예정임.

핵심이슈계획 5 목표 3의 문구 수정 
 - `선택이 자유롭고’에 대한 의미가 분

명해 지도록 문구 조정

- ‘선택이 자유롭고’는 서울시 어디에서 살지에 대한 시민들의 고민을 줄이겠
다는 것으로, 부담가능한 주거공간확대, 주거안정 등을 의미를 담고 있음.

- 핵심이슈 및 목표의 문구는 시민, 전문가등이 10여 차례 논의 및 조율을 
통해 결정한 사항임.

핵심이슈계획 5 지표 추가 검토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월소

득 대비 임대료 비율(RIR) 등 국제적 
지표 포함 검토

- 내년 시행 예정인 서울플랜 모니터링 과정에서 정성적 지표 및 국제적 통
용 지표 등의 포함을 검토하겠음.

‘재원투입의 원칙 및 방향’과 관련,서울시 
모든 정책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의 정합
성을 검토하는 방안 제시 필요

- 본보고서 제6장 제2절(상시 모니터링처계 구축･운영)의 모니터링 관련 내
용으로 시정 부문별계획의 정합성 검토를 명시함.

- 후속 모니터링 과정에서 서울시 각종 부문별 중･장기계획(안)에 대한 ‘도시
기본계획’과 정합성 검토서 작성, 보완･개선 권고, 반영여부 평가 등을 수
행 예정임.

도심통과 교통량 처리를 위한 방안과 서
울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을 전면 개편하
는 방안의 연계 검토

- (핵심이슈계획 5 목표 2) 서울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도시철도 중심의 대
중교통체계 구축, 도심으로의 승용차 접근관리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지하화와 관련하여 철도축 재생 및 지하화에 따른 상부공간 활용 등에 대
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보행과 자전거 이용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친화적 도로
공간 재편, 녹색도로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신교통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지능형교통시스템 확대도입 등의 내용을 추
가 보완함(핵심이슈계획 5 전략 2-1 시책).

서남권 낙후지역 재생과 지하철 2호선 과
밀 해소를 위해 
기존 2호선 하부에 대심도 급행지하철 도
입 검토

- 공간구조 설정 관련, 광역교통축계획에 서남권과 동남권을 연계한 광역급행
철도 신설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음.

4.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1)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1차

일     시 :  2013. 11. 6(수) 14:00~18:00 

내     용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설명 및 자문의견 수렴

자문 의견 :  계획안에 대한 심층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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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KTX 노선의 삼성역으로연계를 통해 
서울의 경쟁력 강화 방안 검토

- 공간구조 설정 관련한 광역교통축 계획에 동북권 활성화를 위한 수서 KTX
노선 연장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음.

계획수립과정의 민주적 절차가 강조된 측
면에 비해, 실제 계획내용이 인구 1,000
만 세계도시의 고민과 꿈을 담기에는 너
무 평범한 측면이 있음.

- 도시기본계획 최초로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한 2030 서울의 미래상인‘소통
과 배려’는 서울이 당면한 개인적, 도시적, 지구촌 차원의 이슈를 아우를 
수 있는 서울이 지향하는 바를 달성함에 있어 중심이 되는 가치로서의 의
의가 있음.

미래상에 서울다운 창의성이나 선도성을 
담을 필요가 있음.

7대 계획과제에 ‘시민과의 소통’을 담고 있
으나, 실제 계획(안)에 일반시민과의 소통
강화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반영한 미래상 도출, 핵심이슈 선정 등 계획 과정 
전반에 시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음.

7대 계획과제는 청년일자리 및 노인일자
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으나 핵심이슈에서
는 이에 자세한 언급이 거의 없음.

-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음(핵심이슈1 
목표1 전략1-1의 세부 시책).

- 서울형 청년 창업교육 및 아카데미 확대, 사업화 지원 강화 등을 담고 있
음(핵심이슈2 목표1 전략1-2 세부 시책). 

3도심 설정 관련, 강남과 영등포･여의도 
지역을 한양도성 도심과 동일한 위상으로 
설정한 것에 대한 논란의 여지
 - 강남이나 영등포.여의도는 기존 도심

인 한양도성과 매우 인접하여, 확대된 
단핵으로 간주하는 것이 더 현실적임

- 글로벌 경쟁시대, 대도시권 확장, 경제활동의 공간적 분산에 대응하기 위해 
단핵의 계층적 중심지 체계를 다핵의 기능적 중심지 체계로 개편하였음.

- 3도심은 각기 특화하여 담당해야 할 국제적 기능을 부여하여, 특성 및 기
능별로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함(한양도성–국제문화중심, 강남-국제업무중
심, 영등포･여의도– 국제금융 중심).

- 한양도성 안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로서의 특별
한 지위 유지하도록 보완(공간구조 설정)

3도심과 도심권의 연관성 관련 문제(용어
의 일관성 측면)
 - 대생활권인 도심권이 중심지 체계상 3

도심을 포함해야 하나,“3도심”지역과
“도심권”에는 연관성, 일관성이 취약

-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5대 생활권의 명칭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생활권인
‘도심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음.

- 향후 3도심 체계로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심권’의 명칭에 대한 보
완 여부를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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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견 조치계획

‘소통과 배려가 있는 행복한 시민도시’라는 
미래상 설정시 일반시민의 시각 뿐만 아니
라, 세계적 시각에서의 관점도 고려 필요

- 소통과 배려는 인문학적 가치 외에도 서울 이외 수도권 도시 및 세계 주
요도시와의 소통과 배려의 의미를 담고 있음.

- 이에 따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공간구조 개편의 중요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3도심이 특화하여 담당해야 할 글로벌 중심기능 부여함(한양도
성: 국제역사문화 중심지, 영등포･여의도: 국제금융중심지, 강남: 국제업
무중심지).

서울의 국제적 위상 및 기능 강화를 고려한 
지표 필요

- 내년 시행 예정인 서울플랜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표의 수정, 보완을 검토
할 예정임.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저성장시대의 출구전
략 차원에서, 행정중심에서 경제중심으로의 
기능 변화에 대한 고려 필요

-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취지
의 내용 보완함.

  (제4장 2절 토지이용계획의 대규모 가용지 관리방향)

역사도시, 문화 등에 대한 내용 강조
- 핵심이슈3 목표 1에서‘역사적 특성이 드러나는 공간구조 형성’, ‘역사문화

의 시공간적 확대’ 등을 통해 역사문화를 크게 강조함.

정책 기조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성있게 유
지되어야 할 (도시계획적) 기본방향 추가 
검토

- 도시계획에서 정책기조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적 방향제
시를 위해‘서울 미래 100년 도시계획’,‘서울 도시계획헌장(안)’등의 계획
기조를 반영하였음.

- 토지이용계획(제4장 제2절)에서 도시계획적 기본방향으로 기성시가지, 보
존관리대상지, 개발가용지 등의 관리방향과 용도지역의 관리 및 조정원칙
을 제시하고 있음.

도서관 등 시민의 지적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보완 검토

-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기반시설수를 역사문화 관련 주요지표로 설정하
여 제시함. 

3도심 체계는 기존 도심(한양도성)의 기능･
위계를 고려하여 검토하고, 한양도성안의 차
별화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계획

- 서울의 다핵화된 공간구조 반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도심 체
제로 구성, 각 도심별 글로벌 특화기능을 부여함.

- 주요 문화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한양도성지역을 역사도심으로 조성, 국제
적인 문화교류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한양도성 안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로서의 특
별한 지위 유지하도록 보완(공간구조 설정)

- 현재 수립중인`역사도심 관리기본계획’등에서 한양도성의 차별화된 관리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 중임.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의 목표년도와 정
합성을 검토

- 국토법,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서는 내용적으로 국토종합계획 등 상위계
획의 내용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기본계획과 국토종합계획
과 목표연도가 일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음.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2-2-1)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계획수
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203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음. 

지표의 목표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 검토, 
목표치 산정 근거 보완

- 주요지표는 핵심이슈계획을 수립한 5개 분과에 참여한 전문가 의견, 관련
실국의 별도 계획 및 정책적 의지를 바탕으로 설정하였음.

- 내년 시행 예정인 서울플랜 모니터링 시 지표의 실현가능성 등을 지속적
으로 보완, 검토할 계획임. 

2)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2차

일     시 :  2013. 12. 4(수) 14:00~18:00 

내     용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 설명 및 자문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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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의견 조치계획

문화역사의 도시 서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대문 안은 복원을 기본방향으로 할 필요

- 핵심이슈3 목표1에서 ‘역사적 특성이 드러나는 도시공간구조 형성’관련 
‘한양도성지역을 역사도심으로 가꾸기’ 등을 통해 사대문안(한양도성지역)
의 정체성을 강화하도록 관리방향을 설정함.

사대문안에 서울시 전역에 적용하는 용적
률, 높이 위주의 인센티브는 역사도시서울
의 역사환경과 경관에 유해하므로, 인센티
브 다각화 필요

- ‘역사도심 관리기본계획’ 등에서 한양도성의 차별화된 관리를 위한 구체
적인 계획을 마련 중임. 

지구단위계획의 모니터링 시스템 가동
 - 계획 실현화 및 적용 시 문제점 보완이 

필요

- 5년마다 개별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 시, 계획 실현화 및 운영 시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계획내용에 반영하고 있음.

-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 마련 중으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
적으로 검토 가능함.

산과 강의 자연경관이 서울을 특출한 도시
를 만들어 가므로, 주요 산과 강 주변의 분
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강변과 산과 언덕 아
래는 고도제한 시행필요

- 공간관리의 기본방향으로 서울 고유의 자연･역사문화유산인 내사산, 외사
산, 한강 및 지천, 한양도성을 도시의 기본골격으로 존중하도록 설정함.

- 한강 및 한강변의 종합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을 
수립 중임.

- 북한산, 남산 등 주요산 주변으로 최고고도지구 등을 지정 운영 중임.

서울시의 공원은 휴식과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 필요(뉴욕 시의 Central Park를 귀감
으로 삼기 바람)

- 용산공원의 조성과 관리운영 과정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공원의 휴식
과 치유의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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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의회 의견청취

일     시 :  2013. 12. 17(화)  (제250회 정례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내     용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 설명 및 의견청취

청취 결과 :  조건부 동의

동의조건

• 공간계획 중 3도심 체계를 재검토하여, 한양도성 지역의 핵심 도심지위를 유지토록 

할 것임.

조치계획

• 서울의 다핵화된 공간구조 반영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도심 체제로 구성, 

각 도심별 글로벌 특화기능을 부여함.

• 주요 문화재들이 집중되어 있는 한양도성지역을 국제적 역사도심으로 조성, 국제

적인 문화교류기능을 강화할 계획임.

• 공간구조 설정에서 대한민국 수도서울의 경제, 행정, 문화 중심지로서의 특별한 지

위를 유지하도록 보완함.

• 현재 수립중인 ‘역사도심 관리기본계획’ 등에서 한양도성의 차별화된 관리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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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     시 :  2013. 12. 26(화)

내     용 :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안) 설명 및 심의

심의 결과 :  조건부 가결

조건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의견, 시의회 의견 등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

하여 계획(안)을 보완토록 함.

조치계획

• 한양도성의 핵심 도심지위 부여, 추가적인 지표 검토, 타정책･계획과의 정합성 검

토 등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조속히 보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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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7  2030 서울플랜 참여자 명단

1. 시민참여단 

NO 이름 성별 자치구 NO 이름 성별 자치구

1 강현이 여 동대문구 26 민석규 남 동작구

2 권미성 여 관악구 27 박광연 남 관악구

3 권미자 여 종로구 28 박미정 여 마포구

4 김경엽 남 송파구 29 박상준 남 강북구

5 김남석 남 도봉구 30 박응규 남 동작구

6 김동식 남 중랑구 31 박장우 남 종로구

7 김민지 여 노원구 32 박종배 남 금천구

8 김봉철 남 성북구 33 배기순 여 용산구

9 김상규 남 강동구 34 배노을 남 강동구

10 김선미 여 강북구 35 배진옥 여 성북구

11 김세용 남 마포구 36 백민주 여 성동구

12 김송실 여 강동구 37 서경석 여 강북구

13 김순희 여 노원구 38 서순희 여 중랑구 

14 김연자 여 강북구 39 서주원 남 강동구

15 김영무 남 송파구 40 서청 여 서대문구

16 김영환 남 강서구 41 소순동 남 양천구

17 김은주 여 영등포구 42 손우진 남 노원구

18 김진용 남 강서구 43 송명미 여 노원구

19 김춘화 여 강동구 44 송수진 여 광진구

20 김태균 남 강북구 45 송애순 여 양천구

21 김형태 남 강서구 46 송원길 남 중랑구

22 김희자 여 동대문구 47 신경용 남 강동구

23 꾸미르부샨 남 성북구 48 신순덕 여 성동구

24 나욱성 남 동작구 49 신승경 여 성북구

25 문희경 여 은평구 50 신일식 남 중랑구



268  ❚  부록_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기록

NO 이름 성별 자치구 NO 이름 성별 자치구

51 신희경 여 중랑구 76 이종신 남 강서구

52 안경용 남 성북구 77 이태곤 남 강서구

53 안영준 남 성동구 78 임선정 여 서초구

54 안영진 여 서초구 79 임의영 여 중구

55 양영희 여 중랑구 80 임홍택 남 양천구

56 오승덕 여 노원구 81 정나라 여 강북구

57 오영란 여 서초구 82 정노라 여 마포구

58 오예리 여 노원구 83 정만권 남 도봉구

59 오준원 남 송파구 84 정숙자 여 강동구

60 왕종승 남 강남구 85 정은영 여 마포구

61 유재황 남 금천구 86 조민영 여 영등포구

62 유재훈 남 강동구 87 조수민 여 강남구

63 윤순중 여 강동구 88 주영익 남 송파구

64 윤윤기 남 강동구 89 채강석 남 중구

65 윤재기 남 서대문구 90 최성원 남 용산구

66 윤철상 남 동대문구 91 최영희 여 송파구

67 이경옥 여 성북구 92 최종서 남 강북구

68 이경욱 남 은평구 93 최현순 여 동작구

69 이나라 여 서대문구 94 최환이 남 서대문구

70 이래형 남 마포구 95 한경희 여 강서구

71 이보옥 여 강남구 96 한정수 남 서초구

72 이열환 남 금천구 97 허민 남 중구

73 이영주 여 은평구 98 허정선 여 용산구

74 이용자 여 노원구 99 허정애 여 양천구

75 이정진 여 강남구 100 황해리 여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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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플랜 수립 추진위원회 명단 (108명)

연번 분과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1

공동위원장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상범

2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병하, 문승국(전)

3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 권원용

4

총괄
조정
분과

(11명)

전문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 권원용 (총괄MP)

5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  선 (분과MP)

6 산업연구원 지역산업 팀장 김영수 (분과MP)

7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기호 (분과MP)

8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수 윤명오 (분과MP)

9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장 최막중 (분과MP)

10
시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강희용

11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 박진형

12
서울시

기획조정실 실장 정효성

13 도시계획국 국장 이제원

14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김인희

15

복지
교육
여성
분과

(19명)

전문가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  선 (MP)

1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김정열

17 한국 YMCA 사무총장 남부원

18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조명래

19 한국도시사회연구소 소장 홍인옥

20 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이영희

21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장 정춘숙

22

시민

대한노인회 서울시 연합회 대표 황인한

23 좋은배설문화 실천운동본부 대표 심화식

24 서울흥사단 청소년 사업부 팀장 전찬혁

25 굿잡자립생활센터 실장 강현욱

26 송이어린이집 원장 이숭미

27 KYC한국청년연합 체인지리더 허선우

28 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김상현

29

서울시

복지건강실 실장 강종필, 김경호(전)

30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조현옥

31 교육협력국 국장 안준호, 신용목(전)

32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경혜

33 연구위원 이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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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과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34

산업
일자리
분과

(20명)

전문가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 팀장 김영수 (MP)

35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강명구

36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변창흠

37 한신대 정조교양대학 교수 전병유

38 서울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센터장 전효관

39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이병민

4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향자

41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갑성

42

시민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주명룡

43 제이랩 대표 김준성

44 (주)바우컨설턴트 직원 강성오

45 (사)한국뷰티산업진흥원 대표 현경화

46 엔디엔뉴스 기자 양준희

47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학생 김성환

48 시의원 서울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 박양숙

49

서울시

경제진흥실 실장 최동윤, 권혁소(전)

50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본부장 한문철

51 정보화기획단 단장 김경서, 황종성(전)

52 도시계획국 국장 이제원

53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김묵한

54

역사
문화
분과

(22명)

전문가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김기호 (MP)

55 (사)문화세상 이프토피아 고문 박옥희

56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송인호

57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전상인

58 도시연대 사무처장 김은희

59 (주)지담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이재림

60 가천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정  석

61

시민

서울시사회복지법인 은초록 관장 김택진

62 북스타트 대표 이형숙

6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강사 박금수

64 한국장애인국제예술단 대표 배은주

65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학생 박용화

66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생 기명성

67 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김태희

68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본부장 한문철

69 주택정책실 실장 이건기

70 서울혁신기획관 기획관 조인동

71 도시계획국 국장 이제원

72

서울연구원

미래사회연구실 연구위원 라도삼

73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임희지

74 연구위원 이성창

75 선임연구위원 박현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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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분과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76

환경
에너지
안전 
분과 

(23명)

전문가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 윤명오 (MP)
77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수 오충현
78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창근
79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윤선화
80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손의영
81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세걸
82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김세용
83 서울대 환경대학원(조경) 교수 조경진
84

시민

국제환경교육연구소 소장 최석진
85 행복한 약속나눔 대표 이대표
86 서울그린트러스트 활동가 신근혜
87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윤두선
88 화장실문화시민연대 대표 표혜령
89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생 장  진
90 시의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김광수
91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임옥기
92 도시안전실 실장 김병하(전)
93 푸른도시국 국장 최광빈
94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경호, 최동윤(전)
95 소방재난본부 본부장 권순경, 조성완(전)
96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조항문

97 연구위원 김원주
98 연구위원 신상영

99

도시공간
교통
정비 
분과 

(23명)

전문가

서울대 환경대학원 원장 최막중 (MP)

100 경희대 건축학과 교수 온영태

101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민만기

102 서울대 환경대학원(교통) 교수 장수은

103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김현수

104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창무

105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 구자훈

106

시민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사장 이경회

107 동화개발주식회사 회장 이순억

108 위례시민연대 사무국장 황기룡

109 서울시장애인사이클연맹 이사 이상곤

110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회장 강은성

111 경기대 대학원 학생 구민근

112

서울시

도시계획국 국장 이제원

113 주택정책실 실장 이건기

114 도시교통본부 본부장 윤준병

115 도시안전실 실장 김병하(전)

116 한강사업본부 본부장 한국영, 최임광(전)

117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장남종

118 연구위원 박은철

119 연구위원 맹다미

120 도시정보센터 연구위원 김상일

121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고준호



272  ❚  부록_2030 서울플랜 수립과정 기록

3. 서울 도시기본계획자문단 명단 (33명)

연번 전문분야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도시설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 수 김기호 자문단장

2 도시계획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 권원용 총괄MP

3 사회학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 수 김환석
시민참여지원분과 

MP

4 시민사회 한국 YMCA 사무총장 남부원
시민참여지원분과 

MP

5 도시계획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원 장 최막중

6 도시계획·마을만들기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 수 정  석

7 건축·마을만들기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 수 김세용

8 부동산·주택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 수 변창흠

9 주택·도시재생 한국도시사회 연구소 소 장 홍인옥

10 교통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 수 손의영

11 교통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 민만기

12 환경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세걸

13 환경 동국대 바이오환경과학과 교 수 오충현

14 토목 관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 수 박창근

15 경제 한신대 교양교직학부 교 수 전병유

16 산업클러스터 산업연구원 지역산업팀 팀 장 김영수

17 복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 사 김정열

18 여성 젠더 사회연구소 소 장 이숙진

19 미래학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 수 전상인

20 건축 종합건축사 사무소 이로재 대 표 승효상

21 문화 서울 청년일자리 허브센터 센터장 전효관

22 역사 서울시립대 건축학과 교 수 송인호

23 시민사회 도시연대 사무총장 김은희

24 도시경쟁력, 관광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향자

25 문화 (사)문화세상 이프토피아 고 문 박옥희

26 건축 (주)지담 종합건축사 사무소 건축사 이재림

27 안전방재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 수 윤명오

28 안전방재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 윤선화

29 시민사회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 수 이영희

30 도시경쟁력, 관광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 수 이병민

31 도시계획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 수 조명래

32 사회복지 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 수 허  선

33 건축 경희대 건축학과 교 수 온영태

※ 자문단 자문위원, 총괄조정분과 위원, 분과별 서울시 공무원 중 일부는 중복 참여함.



❚ 참여연구진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행정 2 부시장 이건기

   도시계획국장 류   훈, 이제원(전)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한제현(전)

   담당팀장 양병현, 임창수(전) 

   담당 김현주, 양은철, 강성필(전) 

   서울연구원

   원장 김수현, 이창현(전)       

   연구총괄 양재섭(연구책임)

반영권, 박은경(연구원)

   부문별 연구진 

                   도시변화 진단 양재섭, 김태현

                   복지/교육/여성 김경혜, 이혜숙, 신경희

                   산업/경제 김묵한, 김범식

                   역사/경관/문화 임희지, 박현찬, 나도삼

                   환경/안전 김원주, 유기영, 조항문, 신상영

                   도시공간/교통/주택 장남종, 맹다미, 이신해, 박은철

                   서울플랜 수립과정 백서 김인희

   연구지원 이인순, 진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