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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도시 발달사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1968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성남 원 시가지의 산업화 공간 논리, 1989년 착수된 분당
신도시의 현대 도시 관리 논리, 그리고 판교와 위례 등 미래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미래의 공간 논리가 그것이다. 성남의 도시 발달 과정은 곧 한국의 근대사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사료이고, 인류 사회가 걸어온 농업 사회, 산업 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를 압축하여 보여줄 수 있는 전시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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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및 기획 방향
�성남시사(40년사)는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7권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가 접하는 거의 모든 영역의 성남 역사를 주제
별로 나누어 각각을 완결적인 단행본 형식으로 만들었다. 제1권은 자연환경과 인문∙사
회 지리를 담은 지리, 제2권은 상고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역사, 제3권은 유∙무형의 문
화유산과 역사 인물∙세거 성씨∙집성촌, 제4권은 지방자치와 경제, 제5권은 문화예술
과 종교∙교육∙체육 등의 현대 생활, 제6권은 광주대단지부터 위례신도시까지 도시개
발의 역사, 제7권은 민주화운동과 시민사회 활동 등이다. 그중 제6권과 제7권은 성남시
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시군지와는 다소 차별성을 갖는다.
�부록 또는 별책의 성격을 갖는 8~10권도 각각 단행본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제8권은 다
양한 시민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수필집처럼 꾸몄으며, 제9권은 옛 지도와 사진, 그리
고 각종 자료를 모아 성남의 역사를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0권
은 학생을 비롯하여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백과사전 형식을 빌려 주요 사건이
나 기관∙시설 등을 간략하게 정의한 길라잡이 사전과 날짜순으로 정리한 연표로 구성
하였다.
2. 서술의 범위와 원칙
�공간적 범위 : 행정 구역상 성남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역사적 이해와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영역을 확대하여 적용하였다. 특히 성남 지역이 과거에는 광주에 속했기 때
문에 전근대 역사의 경우 광주와 관련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서술하였다.
�시간적 범위 : 집필과 편찬 시점을 고려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권별 특성에 따라 그 이후까지를 포함하기도 하였고, 반대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공
식 자료의 기준 시점에 따라 그 이전으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내용적 범위 : 각 편과 장의 주제 및 기획 의도를 고려하여 해당 주제가 요구하는 범위에
부합하도록 서술하였다. 또한 내용의 일관성과 통일성, 그리고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필자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윤문과 교열, 첨삭을 수행하였다.
3. 저작권과 출처
�이 책의 저작권은 성남시에 있다.
�수록된 내용과 도표∙사진 등은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외의 타당한 사유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된 사진과 자료에 대해서는 제공자 또는 출처를 표기하였으며, 집필자가 제출한 자
료나 성남시사편찬위원회에서 직접 생산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기를 생략하였다.
�집필자가 제출한 자료로 발생하는 저작권 및 관련 문제의 책임은 해당 집필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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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1960 년대의 농촌 성남

정재영 | 전 경기도의회 의원

제1절 시대적 배경

1960년대 농촌과 농민의 실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초근목피草根木皮1로 연명하
던‘눈물의 삶’그 자체였다. 주식인 쌀을 비롯한 보리, 감자, 고구마 등의 식량은
늘 부족하였다. 세 끼 식사는 커녕 한 끼 식사와 물로 겨우 하루의 배를 채웠다. 매
년 5~6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춘궁기春窮期2를 치르면서 보릿고개3를 넘겨야 했다. 지
금의 젊은 세대들에게 당시의 모습이 언뜻 상상이 안 되겠지만 현재 아프리카와 북
한의 주민들이 심각한 식량난으로 매년 수십만 명이 배곯아 굶어죽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1960년대 모습이라고 상상하면 될 것이다.
반면 이러한 배고픈‘눈물의 삶’속에서도 부모 형제와 이웃 간에 두터운 정을 나
누고, 서로 돕고 함께 웃으며 희망을 나누는 모습은 지금의 풍요로운 시대보다도
몇 배 더 행복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뒤돌아보니 행복이라는 것은 물질이 아닌
마음(정신)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그때는 왜 그렇게 어려운 초근목피의 보릿고개를 살아야 했을까? 당시
의 시대적∙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1960년대 우리나라와 성남의 농촌 모습은 어
떠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1. 1960년대를 앞둔 시대 상황
1) 일제강점기와 6∙25전쟁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 1960년대는 6∙25전쟁(1950)의 폐허 위에서 4∙19혁명(1960)

1 풀뿌리와 나무껍질이라는 뜻으로, 맛이나 영양 가치가 없는 거친 음식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2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햇곡식은 아직 익지 아니하여 식량이 궁핍한 봄철의 때이다.
3 햇보리가 나올 때까지의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으로, 묵은 곡식은 거의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아니하여 농촌

의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이다.

제1편_과거-농촌 성남과 광주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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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된 민주화와 5∙16군사쿠데타(1961)로 세운 박정희 정부의‘조국 근대화’
를 성취하려는 산업화가 동시에 뿌리를 내리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거슬러 올
라가면 우리나라, 특히 농촌의 피폐함은 일본의 강제 합병(1910)으로 조선의 왕권 통
치가 무너지고 일제의 35년 식민지 통치하에서 식량과 농산물을 비롯한 국가의 주
요 생산 자원을 일제에게 수탈당하면서 백성들의 삶은 비참할 정도로 궁핍하게 되
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전국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전 국토의
40%에 달하는 농지와 토지를 강탈하였다. 이때 많은 농민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오
던 토지를 빼앗기고 만주 등으로 유랑하거나 화전민이 되는 등 배고픔과 가난으로
허덕여야만 했다.
그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맞이하였으나 이도 잠시 미국과 소련은 일
본군을 무장해제 시킨다는 명분으로 38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긋고 민족을 분단
시켜 남북한을 통치하였다. 8∙15해방 이후부터 남북한 각각 단독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1948년까지는 자유 민주주의(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이념 대립이 가장 극심
했던 시기였다. 결국 극심한 대립은 북한의 남침으로 이어져 민족상잔의 한 맺힌
6∙25전쟁이 발발하고 말았다. 미∙소 양 대국 세력 다툼의 산물인 이 전쟁은 남북
모두가 패배한 전쟁이며, 지금도 남북을 휴전 상태에 머물게 하였다.
6∙25전쟁 전후 우리나라 농촌의 실상은 일제 35년간의 식민지 시기보다도 더욱
비참하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목불인견目�忍見’의 상황이었다. 전쟁 중이라 벼
농사를 비롯한 곡식을 제대로 심을 수도 없었으며, 농사 기술과 비료가 부족한 탓
에 수확량은 턱없이 적었다. 게다가 수확한 식량은 군량미와 세금으로 강제 공출되
는 등 농가의 식량 사정은 형편없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당시의 농지 대부분을 대지주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소작농이 1년 내내 농사
를 지어도 수확물의 40~50%를 지주가 가져가는 불평등한 분배 구조여서 농민의 고
통은 배가될 수밖에 없었다. 농민들의 식량은 5월이면 바닥이 났고, 할 수 없이 지
주에게 장리쌀을 빌려 끼니를 이어갔으며, 가을에 수확하여 50%의 높은 이자율로
계산하여 상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농가의 식량 사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하였다. 이것이 소위 춘궁기 보릿고개이다.
6∙25전쟁 이후 남한은 오로지 미국의 원조 식량에 의존하면서 반공주의에 기반
을 둔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고, 북한은 김일성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국민의 민생고 해결보다도 정권 연장을 우선시하며 부정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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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를 일삼더니 급기야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관권과 금권의 부정 선거를 저지
르고 말았다.

2) 4∙19혁명과 박정희 정권의 등장
1960년 4월 19일 마산시에서 시작된 3∙15부정 선거 규탄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마침내 전국적인 궐기로 이어져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허정 과도정부를 수
립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은 수습되지 않았다. 결국 1961년 박정
희는 5∙16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임시 군사 정권을 세웠으며, 이어 반공과 조국 근
대화를 내걸고 대통령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1961~1979)은 배고픈 국민들의 민생
고 해결을 위하여 농촌 근대화와 녹색 혁명을 부르짖으며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최
우선을 두고 집중하였다. 비록 박정희 정권의 공과功過는 입장에 따라 다양하게 해
석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화와 경제 발전의 초석을 놓은 조국 근대화 성장 발전
을 이룩한 선구자임에는 틀림없다. 경부고속도로 건설(1970), 중화학 공업 육성, 수
출 증대, 포항제철 건설, 경제 고성장, 녹색 혁명과 식량 자급자족, 새마을운동 등을
통하여 한강 기적의 바탕을 깔아놓은 시대가 바로 1960년대인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1960년대는 35년간의 일제강점기와(1910~1945)와 8∙15해방(1945),
6∙25전쟁(1950), 4∙19혁명(1960), 5∙16군사쿠데타(1961) 등 고난과 시련의 역사적
과정을 통하여 오늘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
는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다. 한마디로 부끄러웠던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바꾸는 출발점이 바로 1960년대였던 것이다.

2. 농업 농촌 환경
1) 식량 증산 정책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
일제강점기의 우리 민족은 참혹한 기아 상태에서 허덕이다가 해방을 맞이하였
다. 그 후 미군정 과도기에는 미국이 제공하는 이른바 잉여 농산물의 원조로 겨우
연명하다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비로소 미곡 증산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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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맞추어 1953년에‘식량 증산 5개년계획’이 마련되었다.
제1차(1962~1966)와 제2차(1967~1971) 경제개발 5개년계획 추진 결과 1960년 당시 1
인당 국민소득(GNP)은 87달러에서 10년 만에 306달러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는 오
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조국 근대화와 산업화를 앞당기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
었다.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녹색 혁명과 식량 증산 운동으로 가장 먼저 변모하여
잘 살게 되는 시점이 1960년대인 것이다.
1962년 시작된 제1차 계획은 기간산업을 비롯한 공업화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되
었다. 그러나 정부는 농공병진農工竝進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농업 부문에도 많은 투
자를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농업과 농촌에는 새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고미
가高米價 정책과 고수익 원예 작물 재배를 적극 권장함으로써 자립 영농 시대의 막
이 올랐다. 특히 1960년대 초반부터 식량 증산 기반 시책으로 품종 개량, 심경 장려
深耕 勵(논 깊게 갈기), 객토客土(논에 흙 더 넣기), 퇴비 증산, 용수원用水源(농업용수) 개발, 농

기계 보급, 비료 농약 생산 및 공급, 협동 영농 재배 단지 조성 등을 적극 지원하였
다. 이때에 농촌지도소와 농업협동조합(약칭, 농협)의 역할이 가장 컸다. 또한 1969년
이중 곡가제二重穀價制(정부에서 벼를 고가로 수매하여 시중 가격으로 싸게 파는 제도) 실시는 농
민들에게 쌀 식량 증산 의욕을 한충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이농 현상으로 인한 사회 문제
해방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 초에도 농촌 경제의 피폐로 이농�農은 계속되었
으나 본격화된 시기는 1960년대 후반이다. 수출 지향적 공업화의 본격적인 추진에
따른 공업 부문의 고용 기회 확대와 도시∙농촌 간 소득 격차의 심화, 농민층의 분
해 등이 대규모 이농을 초래했다. 이러한 농가 인구의 급격한 이농 현상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첫째, 인구의 도시 집중과 주택∙교통∙빈민 문제 등 도시 문
제를 심화시켰다. 둘째, 농업 노동력의 양적 감소로 농촌의 노령화와 여성화 등 질
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농업 생산력의 주체를 약화시킨 반면 농업 기계화를 촉진
시켰다. 셋째, 농촌 인구 감소와 함께 지역에 따라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다. 넷째,
농지의 비농민 소유가 증가되어 유휴 농지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1960~1970년대의 농촌 인구는 약 348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전체 인구 대비 농가
인구의 비율은 58.3%에서 28.9%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감소 현상은 1960년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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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의 율동 양지 (큰)마
을(1965)

에 급증하였고, 1970년대 전반에는 약간 둔화되었지만 1970년대 후반에 들면서 한
층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즉 군郡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보면
1960~1965년에 58만 8000여 명, 1965~1970년에 188만 4000여 명, 1970~1975년에
175만 4000여 명, 1975~1980년에 252만 4000여 명이 이농을 하였다. 전체 인구에서
이농 비율도 1965년 이전에는 총인구의 2.4%가 도시로 이주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해당 시기별로 전체 인구의 5~7.5%가 이농을 하였다.
이런 이농 현상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자. 2009년 농가수는 약 119만 5000가
구로 1970년의 약 248만 3000가구보다 51.9% 감소하였고, 농가 인구도 2009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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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만 7000명으로 1970년 약 1442만 2000명보다 무려 78.4%나 감소하였다. 전체 인
구에서 농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44.7%에서 2009년 6.4%로 크게 감소하
였으며, 농가 가구당 인원수는 5.8명에서 1990년 3.8명, 2009년 2.6명으로 계속 감소
하였다. 또한 농가의 인구 구성은 점차 고령화되어 2009년에는 70세 이상의 노인이
22.8%를 차지하였다.
산업화에 따른 대규모의 이농은 도시에서의 안정적인 취업을 하지 못한 많은 실
업자를 양산했고, 이들이 도시의 빈곤층을 형성하여 사회 정책과 복지 차원의 심각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즉 농촌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문제, 농촌 청년의 결
혼난 문제, 도시 과밀화로 인한 공해∙교통난∙취업난∙범죄 등의 사회 문제, 지역
간 균형 발전 저해 문제 등으로 나타났다.
이농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무허가촌에 정착하였다. 도시 빈곤층이 밀집한 무허
가 정착촌, 이른바 판자촌은 도시 사회 문제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청계천 주변 판자촌이었으며, 이들이 1969년 5월에 강제
철거당하여 새롭게 집단촌을 형성한 곳이 바로 광주대단지로 지금의 수정구∙중원
구에 해당하는 성남 본시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이농 현상이 야기한 사회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현실로 받아들인 곳이 우리 성남이었음을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비닐 보온 못자리 등장과 녹색 혁명
수원의 농사원農事院이 농촌진흥청으로 바뀌면서 농업 중흥의 중추적 역할을 담
당하게 되었다. 그중 중요한 임무가 벼농사 방법의 개선인 쌀 증산 정책이었다. 이
렇게 탄생한 벼농사 방법 개선책이 못자리 비닐하우스 보온 육묘였다. 당시 모내기
는 6월 초부터 하였는데 비닐 보온 못자리 설치로 5월 중순부터 모내기가 가능해졌
다. 모내기를 일찍 함으로써 벼의 생육과 출수(이삭 나오기), 수확의 과정도 한 달 정도
앞당겨졌고 수확량은 배 이상 증산되었다. 비닐 보온 못자리의 성과에 대한 농촌진
흥청의 연구 발표는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고, 이른바‘녹색 혁명’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것이 이때였다. 그러나 전통적인 벼농사 방법에 익숙한 농민들이 하루아
침에 농촌진흥청의 비책을 따를 리가 없었다. 심지어 철없는 농학자들이라 비웃으
며 정부 시책에 호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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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63년 2월 각 마을에서 20대 안팎의 농촌 자원 지도자들을 선발하여 농
촌교육원에 입소시켰다. 그리고는 10여 일 동안 비닐 보온 못자리의 필요성과 요령
을 교육 습득시켰다. 젊은 지도자들은 새로운 방법에 감탄하며 각자의 마을로 귀향
하여 농민들에게 전달 교육을 하였지만 농민들은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지금
은 3월이라 잔설(눈)도 아직 녹지 않았는데 못자리를 설치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아무리 빨라도 4월은 되어야 한다’며 농촌 지도 당국에 항의까지 하였다. 그러나 정
부는 강력한 행정력으로 이른바 녹색 혁명의 과업을 강하게 추진했다. 실로 혁명
시대의 혁명적 과업 추진이었다.
결과적으로 비닐 보온 못자리는 우리나라 농업과 쌀 식량 증산에 일대 혁명을 일
으켰다. 당시 단보당(300평당) 수확량 390㎏보다 20~30% 정도 증산되었으니 실로 놀
랄만한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당시 농촌진흥청 연구원과 농림부 및 일선 산하 공
무원, 농협 등 관련 기관들의 각고의 노력은 우리나라 농업 중흥 정책 역사에 길이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1970년대 들어서 기적의 다수확 품종인 통일 계통의 벼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초
기에 통일벼(IR667), 조생통일, 유신벼 등의 품종이 개발되었고, 후기에는 밀양 21
호∙23호, 수원 251호∙258호를 보급하게 되었다. 이로써 일반 벼 평균 단수(300평당
수확량)

390kg보다 21% 증산된 475kg을 생산하게 되었고, 쌀 생산량의 신기원을 이

룩함으로써 1980년대 쌀 식량 자급의 기반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특히 1973년
부터 쌀 증산왕 제도를 실시하여 전국 다수확 농가를 선발 시상함으로써 쌀 증산
의욕을 고취시켰다.
정부는 쌀 식량 자급과 녹색 혁명을 위하여 농업과 농촌에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
았다. 비닐 보온 못자리를 시작으로 수리 시설 확충, 양수기 보급 확대, 농업용수 개
발, 객토 사업, 경지 정리 등의 농업 기반 시설을 적극 지원하였다. 그 밖에도 하계
퇴비 증산, 볏짚 토양 환원, 석회∙규산질 비료 공급, 병충해 방제 작업, 비료∙농
약∙농기계 등 각종 영농 자재의 획기적 확대 공급을 통하여 식량 증산 시책을 강
력히 추진하였다. 농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은 행정에서 시책하고 전국 1500여
개 농협에서 적극 추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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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농업 현황 및 생산 환경

1. 농업 현황
1) 농업 인구수 및 가구수
지금의 성남시는 본래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대왕면∙돌마면∙낙생면의 4개
면으로 이루어졌다. 광주대단지 조성 1년 전인 1968년의 지역별 가구수와 인구수는
낙생면 1107가구 7250명, 대왕면 1097가구 6382명, 돌마면 1058가구 6124명, 중부
면 994가구 6008명 등으로 전체 가구수 4256가구 인구수 2만 5609명으로 1가구당
평균 인구수 6명이었다.
1970년대 이전 성남의 인구 현황

단위 : 명

연도

1955

1960

1965

1967

1970

인구수

21,502

24,989

28,705

25,795

32,241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이 실시된 1969년 5월 2일 서울의 철거민 48세대 152명이
강제 이주된 것을 시작으로 성남의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당시 광주대단지
가 속한 광주시 중부면의 인구 증가 추이를 살펴보자. 1968년 6008명을 시작으로
1969년 1만 7000여 명, 1970년 9만 5000여 명, 1971년 13만여 명, 그리고 시 승격 해
인 1973년에는 16만 5000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1968년 당시 낙생면∙
대왕면∙돌마면의 인구수 2만 6399명을 포함하면 합계 20만 명에 육박하였다.
1960년대 광주대단지(중부면) 인구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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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연도

1968

1969

1970

1971

1972

인구수

6,008

17,000

95,000

130,000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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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면적 및 농가 현황
1970년대 초 성남시의 총 면적 1만 4182㏊ 중 농경지는 3280㏊로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하였다. 1960년대 성남 지역의 주된 산업은 1차산업인 농업이었고, 주
로 벼농사를 지었다.
또한 산업 경제 활동 인구의 약 90%가 농업 부문에 종사하였다. 1964년 말 성남
지역 농가 인구수는 1만 2008명으로 전체 인구 2만 5952명의 약 46.3%, 산업 경제
활동 인구의 약 90.3%를 차지하였다. 또 1967년 말 농가 인구수는 1만 1576명으로
전체 인구 2만 5795명의 약 44.9%, 산업 경제 활동 인구의 91.5%였고, 농가 호수는
3669가구로 총가구수 4368가구의 약 84%였다.
산업별 취업 인구 현황
구분
연도

총 인구수

단위 : 명∙%

산업 경제 활동 인구(비율)
1차산업/농업

2차산업/상공업

3차산업/서비스업

계

1964

25,952

12,008(89.7)

85(0.6)

1,301(9.78)

13,394(100)

1967

25,795

11,576(91.6)

52(0.4)

1,009(8.0)

12,637(100)

2. 농업 생산 환경
성남시는 특수한 목적 하에 정책적으로 개발된 인공 도시이다. 도시 개발 이전까
지 이 지역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부와 대왕면∙돌마면∙낙생면으로 이루어진
산간벽지에 불과했다. 시의 동쪽(동광주, 광주시)은 광주산맥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쪽
(서광주)은 청계산이 경계를 이루며 탄천(숯내)이 중심부를 흐르고 있어 탄천 양 옆으

로 사질토의 작은 평야가 펼쳐져 있다. 주 작물은 벼농사였으며, 원예 작물은 참
외∙수박∙고추∙오이∙호박∙무∙배추 등이다.
농업은 기후 조건에 따라 풍흉이 좌우되는데 성남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2.1℃
이며, 8월이 평균 25.7℃로 가장 덥고, 1월이 영하 4.1℃로 가장 춥다. 연간 강우량은
1033㎜인데 그중 60%가 6~8월에 집중되어 농사짓기에는 대체적으로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었다. 지금은 하천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수해가 발생되지 않지만 1960
년대에는 장마철만 되면 영락없이 개울둑(제방)이 터지고 애써 지은 농작물이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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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물난리가 연중행사처럼 되어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논농사는 물이 가장 중요하기에 1960년을 전후해 성남에도 저수지가 여러 곳에
조성됐다. 분당저수지(1955, 율동), 서현저수지(1945), 이매저수지(1945, 현 송림고), 낙생저
수지(1961, 동원동), 대왕저수지(1958, 저푸리 상적동), 등자소류지(1963), 심곡소류지(1963)
등이 있었으며, 1978년에 운중저수지가 새로이 준공되었다. 한편 저수지는 과거 초
등학교의 단골 소풍지로 각광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내륙에서는 바다를 볼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넓은 저수지의 많은 물이 마치 바다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1960년대의 농산물 판매는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첫째, 소량의 농산물은 주
로 5일장에서 판매했는데 분당리장(1∙6일), 고등리장(2∙7일, 새술막장), 경안장(3∙8일),
모란장(4∙9일) 판교장(5∙10일, 너더리장)에서 판매하거나 물물교환을 하였다. 둘째, 참
외나 수박 등은 주로 서울의 동대문시장∙남대문시장∙청량리시장∙용산시장 등
의 상회에 판매하였다. 당시 서울의 시장으로 가는 길은 판교나 분당에서 시작하여
사거리(복정동) → 송파 → 천호동 → 광나루다리를 건너가는 길이 유일했다. 이마저
하루에 고작 서너 차례 정도 버스가 운행하였다.

제3절 성남의 농촌 풍경

1. 성남의 농사 곳(벌판)
성남은 광주대단지 조성(1969), 분당 신도시(1989)∙판교 신도시(2004) 개발 이전에
는 탄천 주변에 큰 벌판이 있어 농사짓기에 적당한 곳이었다. 당시에 원주민들의
생업은 대부분 농업이었으며, 주 작물은 벼∙보리∙콩 등이었다. 특히 1970년대에
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원예 작물과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벼농사는 주로
탄천을 중심으로 구미동에서 잠실벌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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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을 중심으로 대부분이 논
이었던 1970년대의 분당

대표적으로 큰 벌판은 현재 서울공항이 있는 고등리 벌판이었다. 이 벌판은 둔전
벌에서 시작하여 등자리 앞벌, 심곡동 앞벌을 지나 새터벌(신촌동)까지 이어진 성남
에서 가장 길고 넓은 벌판이었다.
이곳의 주요 농작물은 벼농사였다. 또한 지금의 판교테크노밸리의 봇들 앞벌과
백현 마을의 백현들, 정자역 일대 궁안들, 미금역 주변의 금곡들, 구미동 일대 구미
들은 고등리 벌판 다음으로 넓고 큰 곳이었다.
탄천 동쪽에는 정자들, 수내들, 서현들, 이매들, 야탑들, 여수들, 모란들, 복우물
들, 창곡들판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이들 벌판은 주로 탄천의 양옆에 있어 농업용
수와 관개가 쉬웠기 때문에 논농사와 원예 소득 작물 재배가 쉬웠던 곳이다. 이 큰
벌판 논에 물을 대주는 곳이 바로 저수지였다. 고등동 벌판 일대는 대왕저수지에
서, 등자들은 등자소류지, 심곡들은 심곡소류지에서, 구미∙금곡∙궁안∙백현들은
낙생저수지에서, 정자∙수내들은 분당저수지에서, 서현들은 서현저수지에서, 이매
들은 이매소류지에서 물을 공급하였다. 이 저수지들을 관리하는 수리조합이 금곡
동에 있었으며, 광서농지개량조합, 수화(뒤에 수화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이 있었다. 현재
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논농사에 있어서 물은 생명과도 같았다. 1960년대에는 수리관개 시설이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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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농업용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모내
기철에 물이 없으면 모를 낼 수도 없었으며, 모내기
를 하고도 비가 오지 않으면 모가 말라죽는 일이 비
일비재하였다. 모내기와 가뭄 때에는 초중고 학생
들 모두가 논으로 나가 양동이와 큰 그릇을 이용하
여 물을 날라서 논에 물을 퍼부어 농사를 짓던 시절
도 있었다.
당시의 물은 두 가지 모습으로 농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한해旱害와 홍수였다. 가뭄 때는 논바

광주농업고등학교 학생들의
모내기 실습(1967)

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농작물이 타서 말라죽
었고, 반대로 비가 많이 와서 장마가 지면 하천 둑과 논둑이 무너져 애써 지은 농작
물이 물에 쓸려갔다. 한해와 홍수는 매년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되었다. 참고로 최
대 곡창 지대인 호남 지방에 이러한 재해가 극심하여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올라
오는 농민이 많았던 것도 바로 1960년대였다. 당시 모내기를 위하여 각 농가마다
순번을 정하여 물대기를 했는데, 밤이면 호롱불과 삽을 들고 물 대는 일이 큰일이
었다. 간혹 이웃 간에 아래위 논에 물대기하다 감정싸움으로 번져 지서(파출소)에 끌
려가 화해하는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곤 했다.

2. 벼농사
1960년대 벼농사 짓는 과정과 농촌의 분주했던 모습을 살펴보자. 벼농사는 수많
은 노동력과 정성∙인내를 필요로 한다. 오죽하면 쌀 한 톨에 여든여덟 번의 손이
간다고 하였겠는가? 쌀의 한자어‘米미’자를 파쇄해보면‘팔八, 십十, 팔八’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렇게 농부의 땀과 눈물과 정성이 깃든 농사가 벼농사인 것이다.
당시 벼농사의 과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볍씨 고르기(정월 대보름 이후) ②볍씨 소독(3월 말) ③못자리 만들기(4월 상순) ④볍씨
뿌리기(4월 상순) ⑤논갈이 쟁기질과 논두렁 가래질 ⑥논 써레질(6월 상순) ⑦모내기(6월
상∙중순) ⑧논에 물대기(연중) ⑨제초(7~8월) ⑩비료 주기 및 병충해 방제(7~9월) ⑪논두
렁 풀 깎기(6~8월) ⑫피사리(연중) ⑬벼 베기(10월 하순~11월 초순) ⑭탈곡(타작) ⑮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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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석에 말리기) �공출(수확량의 일정량 의무적, 세금∙수리 조합비 등 납부) �정미소
방아 찧기(도정) �쌀 생산 �식량 자급 또는 시장 판매

대략 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주식인 쌀이 생
산되었다. 농기계가 전혀 없던 1960년대의 벼농사
는 오로지 인력과 소를 이용하여 지었다. 소는 집안
의 재산 목록 1호로서 보물과도 같은 큰 일꾼이었
다. 황소가 하루 일하면 사람은 2일, 암소는 1일의
품앗이로 대신하였다. 1963년 당시 사람 품삯은
150~200원 정도였다. 수확한 농산물의 운반 수단은
지게와 우마차뿐이었는데, 1970년대 초에 손수레와
경운기가 등장하였다.

소를 이용해 벼농사를 짓는 모
습(1960년대 후반)

벼농사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자. 농
촌에서는 정월 대보름이 지나면 괜스레 바빠진다. 농사 준비의 첫걸음으로 볍씨 종
자를 선별하게 되는데 종자 고르기는 1년 농사의 첫걸음이다. 3월에는 볍씨 종자를
소독하는데‘메루쿠론’이라는 소독약을 사용하여 도열병(벼가 타서 쓰러짐)과 이화명
충 등 각종 병해충을 예방한다. 4월에는 못자리를 만들어 볍씨를 뿌리고 묘를 키운
다. 1970년대 이후에는 비닐 보온 못자리를 만들어 모를 키웠지만 그 이전에는 비
닐이 없었다. 이때부터 농촌은 매우 바빠진다. 논갈이 쟁기질, 논두렁 가래질, 모논
써레질을 하여 모심기 준비를 한다. 이때 동네 소는 모두 논으로 모이고 여기저기
서‘이랴’
,‘저랴’
,‘끌끌’
,‘어야리야’소를 모는 소리가 온 들판에 메아리친다.
모내는 날에는 온 마을 사람이 모여 품앗이로 모내기를 한다. 이때 동네 아낙네들
은 광주리에 점심과 막걸리를 머리에 이고 외줄 타듯 논두렁길을 걷는다. 가끔은
갓 시집온 새색시가 어설픈 걸음으로 논두렁길을 걷다가 광주리를 깻박치는 진풍
경을 볼 수 있었다. 새참에 막걸리와 국수가 나오면 주변에서 일하는 이웃 일꾼들
을 불러서 함께 정을 나누었다. 이것이 1960년대 농촌의 정겨운 모습이었다. 비록
먹을 것은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넉넉한 시절이었다.
7월 백중 무렵에는 논 잡초를 제거해야 했다.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논바닥을
훑고 다니면 내 허리가 아닐 정도로 고된 일이었다. 1970년대에는 손으로 밀고 다
니는 수동식 제초기가 나왔고, 잡초 제거 농약인 마세트(발아 억제제)가 나와서 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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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손을 한층 덜어주었다. 벼가 뿌리를 내리고 나면 중간 거름(N-P-K 복합비료)을 주
고, 벼이삭이 출수하면 이삭 거름을 준다. 당시에는 충주 비료 공장에서 요소와 복
합 비료가 생산되었는데 지금처럼 사고 싶은 비료만을 살 수는 없었다. 질소(N), 인
산(P), 가리(K) 등 3요소의 균형 시비를 위하여 강제 할당 판매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요소 비료를 한 포라도 더 사려면 농협 직원과 동네 이장의 힘이 통하는 시절이었
다. 화학 비료만으로는 부족하여 퇴비 거름을 사용하였고 하계 퇴비 증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벌어져 마을별∙면별 시상도 하였다. 1970년대 서울공항이 생긴 이후
에는 비행장 안에서 성남시 4-H구락부가 주도하여 마을별∙면별 풀베기와 퇴비 생
산 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비행장 잡초 제거와 퇴비 생산이라는 일석이조의 행사
였다.
당시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던 시절이므로 병해충으로 수확이 급격히 감소
되었음은 물론이다.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구매는 주로 마을 이장이 농협에서 외
상으로 공동 구매하였는데 결국 농협 외상 증서 때문에 재산을 탕진하고 집안을 망
친 마음씨 좋은 이장님도 많았다. 마을 이장은 지금처럼 월 수당이 없었으며 주민
들이 1년에 두 번 수고비를 주었다. 여름에는 겉보리로 하곡을, 겨울에는 벼로 동곡
을 거두어 수고비를 보상한 것이다.
모내기가 반농사라고 했다. 모낸 후에는 하늘이 농사를 짓게 된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했고 물을 퍼 올리는 양수기도 없어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했기 때문이다. 당
시 산 밑에 있는 고래실 논은 하늘만 바라보는 천수답天水沓이라고 불리었다. 그래
서 곳곳마다 웅덩이를 만들고 개울물을 막아 보洑를 만들어 물을 이용했다. 지금은
판교 신도시가 되었지만 삼평동의 봇들마을은 운중천과 금토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서 화랑보와 면답보를 만들어 농업용수로 사용했는데,‘보가 있는 들’이라 해
서 보평洑坪이라 했다가 우리말인 봇들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밤이면 호롱불과
손전등을 들고 자기 논에 물대기 전쟁이 벌어지곤 했다.
가뭄이 극심할 때는 논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고, 학생들은 책과 연필 대신
양동이와 그릇을 들고 논에 물 퍼붓기 작업을 했다. 또 정부와 각 지방에서는 군수
가 나서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이렇게 한참 가물고 나면 7월 장마가 시작되는
데 이때 장맛비는 하염없이 쏟아졌다. 논두렁과 밭두렁이 터지고 하천 제방이 무너
져 애써 가꾼 초식 농사(수박, 참외 등)가 숯내로 두둥실 떠내려가 그 모습을 눈물지며
쳐다봐야 하는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장맛비 급물살에 사람이 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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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려가 한강에서 시신을 건져오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
생하기도 하였다.
6~8월에 논두렁 풀 깎기를 꼭 해야만 했다. 논두렁의
풀을 깎지 않으면 게으른 건달 농사꾼이라고 손가락질
을 받았다. 부지런한 사람은 논두렁에 콩을 심어서 식량
을 증산했고 농지 활용도를 높이기도 하였다.‘피’를 뽑
는 피사리도 마찬가지였다. 1970년대 마세트라는 제초
제가 나오기 이전에는 벼이삭이 여물 무렵 온 가족이 논
에 들어가서 피사리를 하였다.

둥굴레통이라 부르던 탈곡기
(하산운동)

7~8월에는 조금 한가했다. 이때는 마을 사람들이 앞
개울과 탄천(숯내)에서 물고기도 잡고(천렵), 개도 잡아서 영양을 보충하기도 했다. 숯
내에서 술과 노래가 끊이지 않을 때가 바로 이때였다. 그러다보니 술기운에 이웃
동네 간에 싸움판도 곧잘 벌어지곤 했다.
가을 벼 베기 철은 가장 바쁜 때이다. 오죽하면 부지깽이도 한 몫이라고 했다. 벼
베기는 오직 사람이 낫으로 베어야만 했다. 마을에서 벼 베기 순서를 정하여 온 마
을 사람이 품앗이를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품앗이 두레가 성행하였다. 모내기 때
와 마찬가지로 초중고 학생들도 학업 대신 벼 베기로 집안 일손을 도와야만 했다.
이렇게 벤 벼는 며칠 동안 논에 세워 말린 후 우마차∙지게∙손수레 등을 이용해
집 앞마당으로 운반했다.
다음날의 타작(탈곡)을 위해서는 그 보름 전부터 마당에 새 황토를 붓고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 필요했다. 타작 날은 새벽부터 온 식구가 준비를 하고 둥근 원통에
굵은 철사를 박아서 만든‘둥굴레통’이라는 탈곡기를 사용하여 벼를 탈곡하였다.
그 이전에는‘홀태’라는 기구를 사용하여 타작하기도 하였다. 타작은 힘들었다. 당
시 보통 농가에서는 80㎏짜리 30~50가마 정도 수확했다. 마을에서 한 섬지기(200평
×20마지기) 이상 부잣집은 벼 100가마 정도를 수확했는데 마을에 한두 집 정도였다.

벼를 탈곡한 이튿날부터는 벼를 멍석 위에 말렸는데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해가 나면 멍석 위에 벼를 펴서 말리고, 저녁이면 멍석 접는 일이 반복되
었다. 일주일 이상 말린 후 이로 깨물어‘딱’소리가 나면 잘 마른 것이다. 이때 갑
자기 비라도 내리면 온 동네는 멍석 덮느라고 난리법석이 났다.
이렇게 잘 말린 벼는 정부에 강제 의무로 공출을 해야만 했다. 공출미는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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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확보와 군량미 확보가 목적이었다.4 공
출 및 수매는 광주농산물검사소 직원이 품
종∙수분 함량∙알곡 상태 등을 살펴보고 등
급 판정을 했는데 1등∙2등∙3등∙등외∙불
합격으로 구분되었다. 이때에 농산물 검사원
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등급을 잘 받기 위해
면서기와 농협 직원, 마을 이장이 로비하기도
했던 시절이다. 이때 공출 벼 대금은 농지세,
농지개량조합 수세, 영농 자금 대출 상환, 비
료∙농약 등 영농 자재 외상 대금으로 상환되
추곡 수매를 위해 가마니를 점
검하는 모습(1960년대 후반)

었다. 참고로 1971년 벼 한 가마(80㎏)의 수매
가격은 8757원이었으며, 쌀 1가마(80kg, 10말)
가격은 4000~5000원 정도였다. 벼 수매 날의 주막거리는 흥청망청 잔칫집 분위기
였다. 이렇게 공출 수매된 벼는 당시 농협 창고(낙생, 대왕, 돌마, 중부)에 보관되었고, 정
부는 벼 보관료를 지급하며 관리하였다. 농협 창고는 주로 1970년대 초중반에 세계
은행(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 자금으로 건립되었다.
공출 후 나머지 벼는 정미소에서 방아를 찧어 농가의 식량으로 보관하였다. 당시
방앗간 도정 삯은 쌀 10말에 5되 정도가 되었다. 당시에는 집집마다 식구는 보통
5~10명이었는데, 식량은 부족하여 이듬해 5월이면 쌀이 떨어져 한 끼 식사와 나머
지는 고구마와 감자로 대신했다. 학교에서도 강냉이죽(일명‘꿀꿀이죽’)으로 점심을
해결했다.
이때가 매년 반복되는 식량 부족 시기인 춘궁기 보릿고개 시절이었다. 당시 보릿
고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잣집에서 장리쌀을 빌렸는데 그 이자로 쌀 한 가
마니(10말)에 4~5말을 갚아야 했으니 농민들의 삶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세
타령만 했던 눈물겨운 시절이었다. 1960년대의 춘궁기 보릿고개를 해결해준 것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의 식량 증산 정책과 녹색 혁명이었다. 당시의 주요한
식량 증산 정책으로는 비닐 보온 못자리 설치, 신품종 다수확 벼 품종 개발(통일벼

4 1970년대 통일벼 생산 이후에는 농가의 자율 일반 수매 방식으로 바뀌어 농가 소득이 증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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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667)과 보급,

비료 및 토양 개량제(규산질, 규회석) 공급 확대, 농약 공급 및 병충해 방

제 확대, 농기계 보급 지원 확대 등이었다. 1972년과 1980년 성남시 농기계 보급 현
황을 살펴보면 간접적이나마 당시 농업의 실상을 짐작케 한다.
성남시 농기계 보급 현황
구분
경운기
연도

단위 : 대

탈곡기

병충해
방제기구

양수기

트랙터

콤바인
(벼 수확기)

동력 이앙기
(모내는 기계)

곡물
건조기

1972

22

447

832

44

0

0

0

0

1980

396

36

1,010

283

2

1

2

1

3. 원예업
1960년대의 원예 작물은 주로 참외∙수박∙고추∙오이∙호박∙가지 정도였다.
그중에서도 참외∙수박∙고추 등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고소득 작물이었다. 당
시 원예 작물 재배 기술은 동광주東廣州보다 지금의 성남인 서광주西廣州가 월등히
앞서갔다. 동광주는 산악 지역이 많아서 축산업이 발달한 반면 서광주는 탄천 주변
에 벌판들이 많아 원예 작물 재배가 용이하였다. 특히 성남 지역에는 수원농업고등
학교 출신이 많이 있어서 농사 기술이 앞서 있기도 했다.
참외∙수박∙고추 묘 재배 과정을 살펴보자. 우선 싹 틔우기를 위하여 헝겊 보자
기에 씨를 싸서 따뜻한 아랫목 이불 속에서 발아를 시킨다. 3월 중순경이면 집 앞마
당 양지 바른 곳에 세로 180㎝, 가로 500㎝, 깊이 120㎝ 정도의 직사각형 구덩이를
파고 모창을 만들어 묘를 키웠다. 모창은 땅바닥에 짚과 퇴비, 인분을 넣어 지열地熱
을 높인 다음 씨를 발아시키고, 씨앗 묘가 5㎝ 정도 커지면 이종(옮겨심기)을 하게 된
다. 모창의 덮개는 하얀 모조지(노루지)에 들기름을 잔뜩 발라 찢어지지 않도록 하였
다. 밤에는 거적(짚으로 만든 보온 덮개)을 덮어서 보온을 유지하였다. 지금의 비닐 보온
묘 기르기는 1970년대 이후에 성행하였다.
당시 도시 근교 원예 농업의 발전은 전통적인 벼농사에서 탈피하여 농가 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고 농촌을 부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60년대 말부터
농어촌에 전기가 들어오면서 TV와 라디오가 보급되었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농업
기술과 정보가 전파되면서 원예 농업이 급속하게 발전하였다. 한편 전국적으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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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개발 이전의 백현
동 일대 원예 농업(2000)

예 농업이 발전하게 된 데에는 1970년에 개통한 경부고속도로가 큰 몫을 하였다.
경부고속도로가 전국을 일일 생활권으로 만들면서 호남∙영남∙충청권의 원예 농
업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성남 지역을 비롯한 도시 근교 농업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하여 농가
소득이 감소하여 당시에는 원예 농가들의 불만이 되기도 하였다. 경부고속도로는
성남 지역(수정구 상적동 옛골-분당구 구미동)을 관통하는 우리나라 교통 대동맥으로서
1968년 2월 1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착공되어 2년 5개월만인 1970년 7월 7일에
개통되었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 공사라 불렸으며, 총연장 428㎞에 총 공사비 429
억 원, 연인원 890만 명이 투입되었으며 공사 도중 77명이 희생되기도 했다. 고속도
로 건설에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야당은‘자가용을 가진 부자들의 전용도로’라며
비판했고, 당시 경제기획원은 정부 총예산 1500억 원의 1/3이 소요되는 무리한 사
업이라며 비판하였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전 부처 예산을 5%씩 깎아 고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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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산에 지원하면서 공사를 밀어붙였다. 결국 경부고속도로가 준공됨에 따라 서
울과 부산을 5시간 이내에 갈 수 있었으며,‘일일 생활권’이라는 말이 생겨났고, 항
만과 주요 도시가 연결됨으로써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참외와 수박 묘에 호박 묘를 접목시켜서 병충해에 강하고, 과
실이 크고 맛있으며, 수확량이 증산되는 농사 기술이 발달하였다. 이렇게 애지중지
기른 묘는 5월 중하순에 본 밭에 정식을 하여 7~8월에 수확을 할 수 있었다. 지금은
사시사철 참외와 수박을 맛볼 수 있지만 본래 7~8월이 제철인 과일이다. 이렇게 생
산된 참외와 수박은 1등품만 골라서 서울의 청량리시장∙용산시장∙동대문시장∙
천호시장 등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2등품은 농민들이 직접 장마당(판교장∙분당장∙고
등리장∙모란장)에서 팔기도 하였다. 당시 농민들은 1등품 참외와 수박은 먹을 수 없었

다. 이렇게 참외∙수박∙고추 농사를 잘 지어 판매한 돈으로 소를 사고 논밭을 사
서 부자 되는 농가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4. 축산업
1960년대의 축산은‘업’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었다. 축산이라고 해봤자 집에서
기르는 소∙돼지∙닭 정도였고, 간혹 앙고라토끼∙염소∙산양 등을 볼 수 있었다.
소(한우)는 농촌의 인력을 대신하는 큰 일꾼이었고, 집 안의 큰 재산이자 보물 1호였
으며, 농가의 경제를 지켜주는 수호신이었다. 당시 황소 한 마리 가격이 15~20만 원
정도였는데 이 돈이면 논이나 밭 400~600평 정도는 살 수 있었으니 그 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소를 길렀던 집은 100호에 약 10두가
안 될 정도였다. 1960년대 성남의 가축 사육 현황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972년 성남의 가축 현황으로 어느 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소 사육은 대부분 한우(황소)였다. 젖소 사육 농가는 부잣집의 상징으로 모든 사람
의 부러움의 대상이었으며, 1960년대 초에 이매동의 김해진을 비롯하여 백현동의
고수만 등이 젖소를 대량으로 사육하였다.
돼지는 지금처럼 대단위 양돈 시설이 아닌 집 앞마당에 나무 울타리를 만들어 몇
마리씩 키웠다. 별도의 돼지 사료는 없었으며 집에서 나오는 쌀뜨물과 음식물 찌꺼
기를 먹이로 사용했다. 지금은 6개월에 90㎏ 정도로 살찌워서 출하하지만 당시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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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키워야 겨우 60㎏가 되었다. 이렇게 키운
돼지는 대개 정월 명절과 추석 명절에 마을에서 직
접 도축하여 나눠(도리개) 먹었다. 1960년대에는 정
부에서 새끼 돼지를 공급하여 성돈成豚이 되면 팔아
이익금의 70~80%를 농가에 돌려주면서 양돈 사업
이 크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닭은 집집마다 몇 마리씩 길렀는데, 알(계란)을 낳
으면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아 용돈으로 쓰거나 학생
낙생면 축산 농가의 축사 모습
(1971. 11. 11, 경기도청 언론담
당관실 제공)

들의 연필과 공책 등 학용품을 사는데 보탰다. 계란
은 상품성이 좋아서 시중의 다른 물건과의 물물거
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아이들 도시락 밑반찬에 담긴 계란 프라이는
부잣집의 상징이기도 했다. 1972년 당시에는 육계용 닭이 사육되기 시작하였으며,
양계 산업은 판교동∙궁내동∙수내동∙율동 등지에서 급속하게 번성하였다.
이외에 염소는 젖을 짜기 위하여 길렀고, 앙고라토끼는 털을 깎아 팔 수 있어 농
가 수입의 수단이 되기도 하였다.

가축 사육 현황

단호 : 가구∙마리, 1972년 현재

가축별 사육 농가수와 사육 두수
면명

전체
농가

한우

젖소

말

돼지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두수 농가

닭

기타

두수

농가

두수

계

농가 두수 농가

두수

중부

383

94

100

5

88

8

8

92

255

29

20,130

10

35

238 20,616

대왕

762

130

168

2

51

2

2

86

166

77

31,866

22

107

319 32,360

낙생

891

369

434

2

57

0

0

134

230

146

9,291

81

222

732 10,234

돌마

846

271

297

6

67

5

5

135

533

117

34,551

60

138

594 35,591

합계

2,882

864

999

15

263

15

15

447

1,184

369

95,838 173

502

1,883 98,801

비고 : 중부면(탄리, 단대리, 상대원리, 수진리)의 경우 광주대단지 조성으로 철거민이 입주하여 이미 농촌 지역이 아님.
출전 : 성남시,『성남통계연보』,1973.

5. 산림과 하천
옛날 군왕의 큰 덕목 중의 하나가 치산치수治山治水였다. 산림은 땔감의 주요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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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고 산사태 예방의 근본적 방법이었으며, 물은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의 재원이었기에 하천 정비와
제방을 쌓는 일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는 재해 대책
이었다.
1960년대 우리나라 산림은 민둥산이었다. 전쟁으
로 대부분의 산림이 불탔고, 그나마 나머지는 밥 짓
고 군불(난방용) 때는 땔감으로 베어졌기 때문이었
다. 땔나무를 구하는 것은 온 집안 식구가 함께하는
산간벽지였던 낙생면의 식목
행사에 참가한 박정희 대통령
(1971. 4. 5, 경기도청 언론담당
관실 제공)

하루의 중요한 일과였다. 아이들은 학교 갔다 오면
두 가지 큰일을 해야만 했다. 첫째는 산과 들에 가
서 땔감을 구하는 것, 둘째는 소먹이 꼴(풀) 베는 일이었다.
산에 나무가 있을 리 없으니 심지어는 나무뿌리(고자바리)까지 캐내어 산이 온전하
지 않았다. 당시 산을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난했다. 왜냐
하면 산에서 생산되는 것은 땔감 밖에 없지만 재산세는 매년 납부해야 했기 때문에
골칫덩어리였다. 산을 사는 사람도 없었지만 맘대로 팔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대부
분의 산에는 조상의 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가난한 산주인은 땔나무를 해주
는 대신 산의 일부를 그냥 넘겨주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치산치수를 국정 운영 방침으로 삼아 산림녹
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매년 4월 5일 식목일에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산에 나무 심기를 하였고, 밀가루를 배급받았다. 주로 아카시아 나무를 심었는데,
뿌리가 잘 뻗고 생육이 왕성하여 단시간에 산을 푸르게 하고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산에 남아 있는 아카시아의 대부분은 1960년대에 심은 나무
로서, 이미 수명(50년 정도)이 다하여 천덕꾸러기로 변하였다. 1970년대에는 일본 소
나무인 리기다를 심어서 사시사철 푸르른 산을 만들었다. 산림녹화는 우리의 자연
환경을 바꾸고 미래 희망 산업으로 발전시킨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치수治水 정책도 대대적으로 펼쳐졌다. 하천의 물길을 정비하고 둑(제방)을 높이
쌓아 홍수를 예방하였다. 지금의 탄천∙운중천∙분당천∙동원천 등이 1970~1980
년대에 정비되었다. 7~8월의 장마는 농민들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의 대상이었다.
장마는 애써 가꾼 논과 참외∙수박 등을 순식간에 쓸어가 농민들을 보릿고개로 내
몰았다. 그리고 홍수로 인하여 물에 떠내려가 죽는 일도 종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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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농업 관련 기관 및 지역개발 운동

1960년대의 식량 증산과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업 진흥 정책을 이끌고 뒷받침했던
기관 및 단체, 활동들이 있다. 그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농촌지도소∙농업협동
조합∙농지개량조합(수리조합), 4-H운동∙새마을운동 등을 살펴보자.

1. 기관 및 단체
1) 농촌지도소(농업기술센터)
우리나라 농촌 지도 사업 기구는 중앙의 농촌진흥
청, 도 단위 농촌진흥원, 시∙군 단위 농촌지도소의
3단계이다. 그중 농촌지도소는 농민과 일선에서 직
접 접하는 제일선의 기구이다. 과거 1963년에는
시∙군 농촌지도소 산하 3~4개 읍면마다 지소를 설
치하였고, 1975년 이후에는 각 읍∙면마다 지소를
설치하였지만, 지금은 시∙군 단위 농촌지도소를 통
합하였다.
당초 농촌진흥청과 농촌진흥원 지도소는 일반 행

성남시 농촌지도소(현 농업기
술센터)

정 기구에서 완전 독립된 체제로 출발하였으며, 지
도소장(4급)은 군수(5급)보다도 직급이 높았다. 그러나 1998년부터는 지도소의 기능
이 약화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으며, 시장∙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고 명
칭도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다. 1960~1980년대 농촌지도소는 지역 농업 개발 계획
수립, 영농 기술 개발 지원, 농촌 생활 개선, 4-H 활동 지원 및 농촌 지도자 교육∙육
성 등을 통한 식량 증산과 농가 소득 증대, 농촌 부흥 운동에 주력하였다. 농촌지도
소 직원은 매일 새벽부터 마을과 논두렁으로 다니면서 농촌 계몽 활동을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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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사윗감으로 회자되었다. 지금의 농촌이 잘 살게 된 이면에는 그들의 땀과 눈물
과 노력이 있었음이다.

2) 농업협동조합
농촌 부흥을 언급할 때 농업협동조합(약칭, 농협)을 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농
협의 역할은 막중했다. 농촌지도소가 주로 행정적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했다면, 농
협은 농촌과 농민들에게 실물 경제를 공급한 조직이었다. 농협은‘농업인의 경제
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인의
자주적 단체이다.
8∙15해방 후 전형적인 농업 국가였던 우리나라에서 농협의 설립은 농지 개혁과
함께 중요한 농업 정책이었다. 1958년에 농업은행과 구 농협이 설립된 바 있으나
활동이 미진하였고, 1961년 농업은행과 구 농협을 통합하여 도지부 8개소∙시군지
부 140개소(지소 383개)∙특수조합 257개소를 조직하면서 현재의 종합 농협을 창립
발족하였다.
설립 당시 농협은 리동里洞 조합, 시군 조합, 중앙회 등 3단계로 조직되었다. 그러
나 리동 조합은 조합원수가 평균 100여 명 정도로 영세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운영
이 되지 못하였다. 결국 1970년대에 전국 2만 1000개의 리동 조합이 1544개의 읍면
농협으로 합병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성남 지역의 경우, 1960년대에는 마을마다 생고무신∙치약∙칫솔∙학용품∙막
걸리 등 생필품을 파는 구판장을 운영하던 리동 조합이 있었으며, 1970년대 초 면
단위로 합병되면서 규모가 확대되었다. 이때 성남농협(중부면)∙대왕농협(대왕면)∙
돌마농협(돌마면)∙낙생농협(낙생면) 등 4개의 면 단위 농협이 탄생하였다. 이후 1979
년 6월 28일 성남∙대왕∙돌마 등 3개 지역 농협이 합병되었고, 낙생농협은 1970년
9월 3일 설립 이후 자립 경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존속되어 현재는 성남농협∙낙생
농협∙농협중앙회 성남시지부가 있다.
1960년대 리동 조합이 운영하던 구판장의 매출액은 형편없었으며 구멍가게 수준
이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농민들의 협동 의식과 농협에 대한 인식은 고취되었다.
당시 광주군 농협은 크게 경안읍(광주), 동부면(하남), 중대면(송파), 실촌면(곤지암),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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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공원 조성으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된 분당저수지(율
동공원 저수지)의 가을

생면(판교) 등 5개 거점 지소를 두었다. 이들 지역에는 일제강점기부터 금융조합이
있었는데, 광주군 농협 지소로 발전하였다. 이들 5개 지역의 농협 운동이 중심이 되
어 농협 조직과 사업이 활성화된 것이다. 이 시기 농협은 내부 조직 결성에 힘썼으
며, 1970년대 들어서는 면 단위 통합으로 농협의 면모를 갖추고 농협 운동과 사업
이 활성화되어 농촌과 농민의 생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조합원들은 스스로
‘벼 한 가마 출자 운동’으로 자본금을 확대하였고,‘농협 사업 전 이용 운동’을 통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주인 의식을 고취시켰다.
당시 농협은 가난한 농촌을 부흥시키는 활화산과도 같았다. 제일 큰 역할은 상호
금융 실시로 고리의 사채를 일소한 것이다. 1960~1970년대 보릿고개 시절에는 연
40~50%의 고금리 사채가 횡행하였는데 농협의 상호 금융 대출을 통하여 고금리를
일소시키고 농가 경제의 안정을 가져왔던 것이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이 작목
반을 통한 농산물의 공동 생산과 공동 판매였다. 각종 농자재 구매 공급과 영농 지
도 지원 사업 강화를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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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는‘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
여’라는 상호 부조와 상생,‘요람에서 무덤까지’농업인 복지와 복지 농촌을 건설
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농협은 조합원의 복리 증진은 물론 국가의 균형 발전에
크나큰 역할을 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3)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農地改良組合(약칭, 농조)은 수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농
지 개량 사업을 수행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농민의 자주적인 비영리 조직
이다. 조합원인 농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공법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조합비
와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농조는 1960년에「수리조합 조례」제정으로 탄생하였고, 1961년에 토지개량조합
으로 개칭되었으며, 1970년「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되었다. 1989년 이후 조합비가 삭감되고 조합장의 민선제가 이루어졌으며,
2000년에는 농업기반공사(현 한국농어촌공사)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성남 지역에는 당시 광서농지개량조합(뒤에 수화농지개량조합으로 개칭)이 있었으며,
분당저수지, 대왕저수지, 낙생저수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2. 농업 진흥 운동
1) 4-H운동
1960년대 농촌에서는 4-H 활동이 구태의연한 농민의 생각을 깨우치고 절망 속의
농촌을 희망의 농촌으로 바꿔주는 농촌 계몽 운동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4H’란 Head(명석한 머리), Heart(충성스러운), Hands(부지런한 손), Health(건강한 몸)을 의미하
는 지知, 덕德, 노�, 체 네 가지의 이념을 말한다. 흔히 4-H는 행운의 네잎 클로버
로 상징된다. 4-H 운동은 장차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의 인격을 도야하
고 리더십을 배양하여 농촌과 지역 사회의 지도자를 육성하는 청소년 교육 활동이
다. 당시에는 전기가 없어 호롱불 밑에서 칠판에 판서를 하며 지역의 현안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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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상호 토론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
적인 회의 방식이 도입되어 훗날 4-H 출신이
각 사회 분야에 진출하여 주도적인 활동을 하
게 되었다.
4-H운동은 1945년 해방 후 낙후된 농촌의
부흥과 실의에 빠진 청소년들에게 활력을 불
어넣고자 구자옥 경기도지사와 앤더슨 경기도
군정관, 이진묵 경기도 문정관이 미국의 4-H
운동을 도입하여 경기도 청소년구락부를 결성

성남시의 도시새마을운동

하면서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4-H운동은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추진됨으로써 농민 의식 계몽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을 적극
이뤄내 농촌 지도자 양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2)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기치아래 정신 개혁, 마을 주거 환경 및 생활
개선, 농가 소득 중대를 통해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킨다는 취지로 정부가 주도한
범국민적 정신 개혁 및 지역 사회 개발 운동이다. 1970년 4월 22일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 지방 장관 회의에서 새마을운동을 제창하였고, 그해 5월 6일 새마을운동 추진
방안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새마을운동의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농경지 확장과 수리 시설 확충, 농업 생
산 기반 시설 지원, 농가 소득 증대, 마을 안길 포장, 지붕 개량(초가지붕→슬레이트), 부
엌과 화장실 등 생활 개선, 농촌의 전기 보급, 국민정신 계발 운동 등을 손꼽을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5000년 역사의 가난을 물리치고 잘 살아보자’라는 국민운동
으로 승화되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 성과를 세계적으로도 인정해 현재
는 여러 나라에 소개 및 벤치마킹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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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지역개발 계획 ,
모란단지와 광주대단지

김수현 | 현실문화연구 편집팀장

성남 지역은 어떻게 오늘날 인구 10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1961
년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의 성남출장소 관할 인구는 겨우 5932명이었고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에 종사했으니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성남 지역은 한국의 전형적인
농촌 사회였다. 서울 근교의 이 농촌 마을이 수도권 최대의 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1960년대 일어난 두 가지 도시 개
발 계획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는 1960년대에 성남 지역을 신도시로 건
설하고자 했던 민간 차원의 노력과 국가적 차원의 계획 및 개발 과정, 그리고 문제
점을 살펴봄으로써 시의 탄생 배경을 이해하고자 한다.

제1절 재향군인개척단과 모란마을의 탄생

1. 재향군인개척단의 설립
1960년대에 오늘날의 성남시역 안에서 이루어진 도시 개발의 포문을 연 것은‘재
향군인개척단’의 개척 활동이었다. 1960년에 설립된 재향군인개척단(뒤에‘모란개척
단’으로 개칭)은 김창숙金昌淑(1926~1991)

단장을 필두로 하여 50여 명의 전역 군인이 속

한 민간단체이다. 오늘날의 모란 지역에서 황무지를 농토와 택지로 개간하는 집단
활동을 벌임으로써 1960년부터 6년여 간 오늘날의‘모란’지역을 도시 공간으로 탈
바꿈시키고자 했다.
재향군인개척단의 설립 배경과 활동, 그리고 1971년에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
까지 10여 년 동안의 성남시 전사前史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재향군인개척단장과 모
란개척단장을 지낸 김창숙이라는 인물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재향군인개척단을
조직한 김창숙은 일제강점기에 공군으로 징집되었다가 1948년 육군사관학교 7기
로 임관해 1957년 31세로 육군 대령이 되었으며, 이듬해인 1958년 예편한 인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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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가 12년간의 군인 생활을 정리한 이유는 광산업에 종사할 원
대한 꿈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대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전
국을 돌면서 자신의 꿈을 펼칠 지역을 찾아다니던 중 경기도 광주
군의 남한산성 부근 마을을 찾게 되었고, 현재의 모란 지역 일대를
개발 후보지로 정했다. 당시 마을의 유지 역할을 하던 박천복 전 중
부면장을 비롯해 마을 이장들의 소개를 받아 광주군 중부면∙대왕
면∙돌마면 출신의 청장년 40~50명을 규합했고, 단체명을 재향군
인개척단이라고 붙이면서 개척 활동을 시작했다.1
김창숙은 5∙16군사쿠데타 직후인 1961년 6월 20일부터 9월 15
일까지 약 3개월 동안 경기도 광주군수를 지냈는데, 여기에는‘육
사 출신’과 모란 지역에서의 개척 활동을 시작했던 것이 영향을 미
고 김창숙 모란개척단장의 육
군 중령 시절(1953)

쳤다. 구호양곡 횡령 사건으로 군수에서 퇴임한 후 다시 재향군인
개척단으로 돌아왔고,2 그즈음에 개척단의 명칭을‘모란개척단’으
로 바꾸었다.‘모란牡�’
이라는 이름은 본인의 고향인 평양에 두고 온 어머니를 그
리는 마음에서 붙였다고 한다.
개척단의 설립과 활동에서는 김창숙이라는 인물의 리더십이 중요했다. 특히 그
는 청년기를 군대에서 보내면서 몸에 익힌 군대식 지휘 능력을 발휘해 사람들을 규
합하고‘황무지 개척 및 도시 건설’이라는 목표를 향해 단원들을 일사천리로 통솔
했다.‘육사 출신’과 광주군수의 이력으로 지방 관공서 및 군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다. 지역 주민들도 이 야심찬 인물과 그의 원대한 계획을 호의와 선망을 가지
고 대하며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다. 광주군수를 지내는 동안 김창숙은 지프차를
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고리대 청산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3 지역 문제 해결
을 위해 일선에 뛰어들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지역 주민들은 신뢰와 유대감을 가
지게 되었고, 마땅한 직업이 없던 청장년층은 그의 개척 사업에 자원해왔다.4

1 한춘섭,「모란 지역의 향토사 정리」
,『성남문화연구』제2호,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5, 172쪽;『성남데일리』

2009년 5월 29일; 조명천 구술, 2012. 8. 13, 국사편찬위원회 2012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책임연구자 : 임미리).
2「마이홈 꿈 울린 사기 개척왕 김창숙 모란단…현대판 봉이 김선달 행각」
,『경향신문』1971년 7월 7일.
3 조명천 구술, 2012. 8. 13.
4 한춘섭,「모란 지역의 향토사 정리」
,『성남문화연구』제2호,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5,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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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란개척단의 모란마을 건설
재향군인개척단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김창숙 외
50여 명의 지역 청장년들이 개간 사업을 벌이기 시
작한 오늘날의‘모란’지역은 원래 경기도 광주군
돌마면 하대원리 일대였다. 개척단의 사업 이전에
이 지역은 한낮 보잘 것 없는 시골 황무지 자갈밭이
었다. 단대천과 하대원천이 흐르고 있었지만 수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름철 우기에는 비만 오
면 범람해 물웅덩이가 수십 군데 생겼고, 이외의 계
절에는 마른 자갈과 모래뿐인 쓸모없는 땅이었다.
김창숙 대령이라고 예비역 대령이 예비군을 모집을 했어요! 그 전에, 모집하기 그 전에는

개발 이전의 모란 지역에서 국
기 게양식을 거행하고 있는 모
란개척단(1961년경)

거기가‘제대 군인 훈련장’을 했어요! 일년에 한 번씩 뭐 대포도 있고, 군인차도 있고, 그 벌
판 자체가 제대 군인 훈련장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비군 있죠! 동원 훈련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전에 제대 군인 훈련 있어요! 하여튼 그 자리에. 이 뭐냐면 김창숙씨가
계획성 있는 오두막집을 지었어요! 아주 멋있게 지었어요! 멋있게. 어떻게 했냐하면 거기서
일자로 쭉 해가지고 그 집, 이집, 요집, 요집, 해가지고 가운데 도로하고 텃밭 만들고. 5

재향군인개척단은 김창숙 단장과 함께 숙식을 같이 하며 이 황무지 땅을 개척해
갔다. 가장 먼저 기거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의 풍생중학교 근처에 땅굴 집을
여러 개 만들었으며, 여기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삽과 곡괭이로 땅을 개척했고,
1961년 봄철부터는 단대천에 둑을 쌓는 제방 사업을 벌였다. 지금의 모란역 지하철
쪽에는 개척단원의 40여 채 단층 블록 벽돌집이 신축되었으며, 신개척지가 생기자
서울 천호동 광나루천의 실향민촌에서도 모란개척지로 집단 이주를 하는 등6 모란
지역 여기저기에 집단촌이 형성되어서 1965년경에는 전체 가구수가 100호, 인구가
400~500명으로 증가하였다.

5 조명천에 따르면 당시에 이 지역이‘제대 군인 훈련장’
으로 쓰였다는 증언이 있다(조명천 구술, 2012. 8. 13).
6 이완재,『한국사에 비춘 성남지역의 역사』
, 민족문화사, 1993, 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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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입주자는 거의, 단, 백 명도 안됐어요.
여기 원주민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제대 막 하
고 취직이 안 된 시골의 청년 놈들을 30명을 모
란개척단 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들 데리고
흙벽돌 찍고 학교 만들고, 우체국 만들고, 버스
정류장 개설하고 시장 개설하고 그러다 보니
까 한 달 지나, 1년 지나, 내가 여기서, 근 65년
3월에 와서 66년 11월에 나왔으니까 햇수로는
2년이고 만으로는 1년 반이 넘었잖아요. 그 1
년 동안에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 모르죠. 서울
천호동에서 택시가 다 들어오고 버스가 하루
에 네 번밖에 안 들어오던 것이 그냥 시간 시간
현 풍생중고등학교 강당 위치
에서 시멘트 벽돌 작업 중인 모
란개척단(1961년경)

마다 들어오고 그러면서 여기 투자하는 사람
이 부동산꾼들이 들어 닥쳐서 모란 땅이라든
가 논밭을 사던 것이 시작되는 거죠. 모란개척단의 이름으로 그게 커지면서 버스 정류장도
그냥 지나가던 동네, 사람 없으면 그냥 지나가던 동네가 정식으로 표를 파는 정류장 시설
을 갖추고 있고 학교, 교회, 우체국, 그리고 시장 서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은 편하고, 외
부 사람들 좀 들어오고, 그게 내가 나갈 때는 저녁에 술집까지도 흥청망청 할 정도로 사람
들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한춘섭 구술, 2012. 7. 2).7

자녀들의 교육 문제가 대두됐고 대원들의 생활필수품 조달 문제, 통신 문제 등의
생활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1963년에는 풍생중고등학교의 전신인 모란
학원을 세우고 학교 건물을 신축했다.8 오늘날 전국 최대 규모의 민속 시장인 모란
장을 4∙9일 주기로 하는 5일장으로 열었고,9 성남우체국의 전신인 모란우체국을
별정우체국으로 개설했으며, 모란우체국의 초대 우체국장으로는 당시 체신부 장관
장승태張承台의 아우인 장승길張承吉이 부임했다. 또한 지금의 동대문에서 출발하는

7 한춘섭,「모란 지역의 향토사 정리」
,『성남문화연구』제2호,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5, 174~176쪽.
8 모란학원을 인수받은 홍사풍 고려인삼주식회사 사장은 학교법인을 풍생학원이라 개칭하고 1966년 설립인가를 받고,

이듬해에 개교하였다.
9 모란장은 1961년 8월, 지방자치단체만이 시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설립 후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

의「시장법」이 실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稅收) 확보의 목적으로 시장 개설 붐이 일어나는 가운데 설립되
었다. 모란장이 개설된 당시에는 100여 명 정도의 상인이 출시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주로 거래되었을
뿐이며 지역민들의 이용이 활발하지 않았다고 한다. 모란장의 장세가 커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광주대단지 개발 이
후 1970년대 중반으로, 인구의 급증으로 인해 교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때이다. 김창숙이 광주군수를 지내던 중에
「시장법」이 시행되기는 했으나, 김창숙이 군수 자격으로 모란장 개설 허가를 내주었는지는 알 수 없다. 김진영,「성남
모란민속장의 변화양상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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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오포행 시외버스가 하루에 네 차례 왕복 운행하게 되었다. 1962년부터는 황무
지를 개간해 만들어진 농토를‘모란농장’이라고 이름 붙인 집단 농장으로 일구어
나름대로 성과를 보기 시작했다.10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회나 술집, 다방, 여인
숙도 문을 열어 1965년에는 그 5년 전까지만 해도 버려진 땅이었던 모란 지역이 단
출한 시골의 면사무소 소재지 수준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3. 모란마을의 쇠락
이렇듯 1960년대 중반이 되자 재향군인개척단, 일명 모란개척단의 개간 및 도시
건설 사업으로 모란 지역에는 택지, 농장, 학교, 우체국, 시장 등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춰졌다. 그러나 개척단원 수십 명의 손에는 삽과 곡괭이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한정된 인원과 책정된 예산 없이 개척단원들의 의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개척
단원들도 개개인에게 주어진 집 한 채와 대지 300평, 공동 재배의 농토로는 더 이상
고된 노동을 견뎌낼 의욕이 생겨나질 않았다. 이에 따라 1960년대 후반에 이르자
단원들이 하나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 모란학원의 학교 신축도 진전을 보이지 못
했고, 결국 지역 유지들의 중개로 홍사풍 고려인삼제품주식회사 사장에게 소유가
넘어가게 된다. 모란마을 안에서도 건물 소유주가 바뀌었고, 상가 형성도 주춤해졌
다. 모란마을의 퇴조에 기름을 부은 것은 1968년 서울시의‘광주대단지 사업 계획’
발표였다. 모란마을에 접한 광주군 중부면 일대를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로 개발한
다는 소식은 민간 차원으로 소박하게 개척 사업에 임하던 사람들에게는 무력함을
안겨주는 계기가 되었다.11

10「
‘모란’농장에 하와이서 선물 의류 두‘추럭’
」,『동아일보』1962년 2월 9일.
11 한춘섭,「모란 지역의 향토사 정리」
,『성남문화연구』제2호,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5.

제1편_과거-농촌 성남과 광주대단지

47

제2절 모란개척단과 모란단지 사건

1. 모란개척단의 설립과 모란단지 건설 계획
1966년에서 1970년까지 김창숙 단장 이하 모란개
척단의 활동은 베일 속에 감춰져 있다. 모란마을에
서 비전을 찾지 못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생계를 위
해 마을을 떠났으며, 이 시기에 김창숙 단장의 행적
도 묘연하다. 김창숙 단장이 모란마을에 다시 등장
한 것은 1970년 하반기였다. 이때는 다음 절에서 자
세히 살펴보겠지만, 1968년 광주대단지 개발 계획
이 발표되고 1969년 철거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해
인구가 급증하여 광주대단지가 북새통을 이루던 시

광주대단지 시기의 모란개척
단원들(1971년경)

기였다. 이와 더불어 모란 지역에 인접한 광주대단
지에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어 분양증 거래가 활황을 이루었던 때였다.
1960년대 초중반 6여 년 동안 모란마을을 개척하고자 전력을 기울였지만 성과를
보지 못하고 마을을 등졌던 김창숙의 귓가에 광주대단지 부동산 활황 소식은 자신
이 소신으로 삼고 있던 개척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의욕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김
창숙은 광주대단지 사업이 광주군 중부면 일대를 포괄하고 있지만 자신이 개척했
던 땅은 개발 사업에서 배제된 것을 알아차리고, 민간 차원의 모란 개발 계획을 발
표하고 재기를 노렸다. 김창숙은 1970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모란개척단의 이름을
따서 주식회사 모란개척단을 공식 설립하였다.
김창숙이 발표한 ㄜ모란개척단12의 모란단지 건설 계획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
었다. 먼저 ㄜ모란개척단의 고문진을 살펴보면, 상임 고문에 김익준 현직 국회의
원, 법률 고문에 장영순 현직 국회의원 등 현직 국회의원이 2명이나 포함되어 있으

12 민간단체로서의 모란개척단과 구분하기 위해 김창숙이 공식 설립한 주식회사 모란개척단은‘ㄜ모란개척단’
으로 표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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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통신 고문에 조응천 전 육군 소장이자 광운전자공대(현 광운대학교) 학장, 기술 고
문에 엄홍섭 전 육군 소장, 약정 고문에 김해봉 전 육군 화학감 등 3명의 예비역 장
군이 포함되는 등 거물급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었다.13
ㄜ모란개척단에서 발표한‘모란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 상상 초월의 사업 규모
도 파악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당시 광주군 중부면∙대왕면∙돌마면∙낙생면 등 4
개 면 4200만 평의 면적에 250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를 1971년부터
1975년까지 5년 동안에 개발∙분양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른 투자액도 1330억 원
이었다. 방송국 1곳, 동물원 1곳, 구청 6곳, 경찰서 6곳, 학교 235개교, 보건소 100개
소 등의 시설 계획도 발표되었다.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던 광주대단지 개
발 계획과 비교해볼 때, 총 개발 면적은 12배, 수용 인구는 7배, 총 투자액은 5배인
상상 초월의 계획이었다. 당시 서울시의 인구가 500만 명을 겨우 상회할 정도였다
는 것을 감안해본다면, 모란단지는 서울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를 수용하는 한
국 최대 규모의‘직할시’14 건설이라는 허황된 계획이었다. 또한 일본과 홍콩에서 4
개 회사의 공장을 유치하고, 미국에서 국무성 개발비 5000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유
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는 등 모란단지를‘직할시’수준을 넘어‘국제 도시’로 선
전했다고 할 수 있다.

2. 모란단지 사건의 발단과 경과
김창숙은 1970년에 가장 먼저 택지 매입에 들어갔다. 토지 소유자들, 즉 모란 지
역의 지주들은 광주대단지 개발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가 한
껏 부풀어 올라 있던 상황에서 광주대단지 사업 계획보다도 규모가 큰 ㄜ모란개척
단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 및 시설 계획과, 50% 이상의 환지 약속 등의 조건을 제시
받자 동요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실상 김창숙은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후 50%

13 고문진에는 일본인 왕정훈의 이름이 올라 있으며,『동아일보』기사(
「짓밟힌‘마이 홈’의 꿈」,1971년 7월 6일)에 따

르면 왕정훈 등 12명의 투자 8000만 원으로 ㄜ모란개척단이 설립되었다고 하지만, 김창숙이 누구로부터 얼마의 투
자를 받아 모란단지 개발에 착수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14 언론 기사에서‘모란직할시’
라는 표현을 종종 볼 수 있다.「모란개척단 7억 땅 사기 주범 김창숙 검거」,『동아일보』
1971년 7월 6일;「전 모란개척단장 김창숙씨 구속 기소」,『경향신문』1971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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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환지를 약속함으로써 외상으로 매입하여, 택지 조성 후 높은 가격에 분양하
는 방식으로, 사실상 초기 투자금 없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발상이었다.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자 김창숙은 1971년 2월 서울시 중구 퇴계로4가
일흥빌딩에 ㄜ모란개척단 사무실을 차리고 250명의 직원을 고용해 본격적인 분양
사업을 추진했다. 1971년 2월 10일에는 모란 현지에서 성대한 기공식을 열었는데,
이때 ㄜ모란개척단의 고문진들이 1시간당 6만 원씩에 전세를 낸 헬리콥터를 타고
모란단지에 도착, 김익준 국회의원은 김창숙을“집 없는 이들의 구세주”라고 치켜
세웠다고 한다. 당시에 수십 대의 불도저가 동원되어 택지 개발을 선전했다고 하니
황무지 땅에 별천지가 세워지는 모양새였다. 한일병합 과정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송병준의 자손들과 함께 나타나기도 했는데, 당시 세간에는 일본 천황이 송병준에
게 상으로 내린 북해도 땅을 팔아서 조국 개발에 쓰고자 자손들이 700억 원 가량의
자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던 때였다.15 2월 24일에는 주요 일간지에
① 장차 위성도시로서 서울 시내 일대의 무허가 건물을 일소하고 ② 주택난으로 허
덕이는 영세민의 보호와 ③ 공장 100개가 건립된다는 광고16를 내기도 하면서 바람
몰이를 했다.
이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지역 주민들은 모란개척단의 실체를 믿지 않을 수 없었
고, 주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서 분양이 시작되었다. 당시 광주대단지에서는 서울
시의 전매 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져 광주대단지에 일었던 부동산 붐이 모란단지로
옮겨오게 되었고, 서울과 수도권 각지에서 분양을 받기 위해 인파가 몰려들었다.
택지 분양은 20평을 기준으로 분양증 1매에 3만 8000원에서 11만 원까지 책정되었
고, 순식간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으며, 프리미엄이 붙어 2~3배의 가격에 거래가 이
루어지기도 할 정도였다.17 1971년 8월까지 팔려나간 분양증은 무려 8000여 매였다.
그때까지 8만 9000여 평의 정지 작업이 끝난 상태였고, 불과 6개월 만에 6600여 명
이 이미 입주했으며 986동의 건물이 들어섰다.
드디어 3월 17일에 서울시가 ㄜ모란개척단의 불법 택지 조성 및 사기 행각을 건
설부와 사정 당국에 고발 조치함으로써 모란단지 사건이 수면 위로 올랐다. 서울시

15 류성민,「광주대단지 개발사업」
,『성남시사』제2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409쪽.
16「무허가 택지개발 광주단지 맞은편에 대규모로 토지매매 붐 일어」
,『매일경제』1971년 3월 17일.
17『경향신문』1971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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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ㄜ모란개척단이 3500여 만 평의 땅을 일반 지주들로부터
800~1300원에 매수하거나 강제 승인을 얻어 택지가 조성도
되지 않은 땅을 주민들에게 팔아 1억 6000여 만 원의 돈을 축
재했다며, 광주대단지 사업 지역이라는 착각을 일으켜 토지
투매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18 이에 따라
건설부는 3월 20일, ㄜ모란개척단이 추진하고 있는 모란단지
의 택지 조성은“행정적으로 적법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불법 행위”이자“일종의 사기 행위”라고 발표했다.19
행정 라인에서는 1970년 하반기부터 ㄜ모란개척단의 불법
택지 조성 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해왔다. 12월 11일부터 대왕
면에서 하천 변경 공사가 허가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작업
중지 조치를 했고, 같은 달 15일에는 김창숙을 대왕지서에 고
발 조치, 17일에는 광주경찰서에 고발하는 조치를 시작으로,
모란개척단지 무허가 개발과
관련된 신문 기사(『경향신문』
1971년 4월 19일)

모란단지 기공식이 있기 전인 2월 5일에도 하천 제방의 원상
복구 및 무단 건물 철거를 경기도지사가 광주군수에 지시하
는 등20 1971년 5월까지 경기도와 광주군, 대왕면에서 4차례 고발을 포함해 24차례
의 행정 조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창숙과 ㄜ모란개척단의 분양증 사기
매매 행위가 1971년 4월21까지 지속되었다는 것은 의아할 따름이다.
당국의 허가 없이 진행된 모란단지 개발이 사기 행위라는 것이 신문 지면을 통해
보도되자 입주민과 분양증 매입자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심지어 김창숙은 한일
은행 퇴계로지점에서 3000여 만 원의 부도를 내고 종적을 감추었고, 5월이 되자 모
란 지역에 군림하던 불도저들도 하나둘씩 사라졌다. 이에 택지를 내놓았던 원주민
들을 비롯해 분양증 매입자들은 자신들이 김창숙과 ㄜ모란개척단의 사기 행각에서

18‘①무허가 건물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으며 ②광주대단지 유보지 매각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세수입에 차질

을 주었고 ③단지 이주자들이 현재 살고 있는 땅을 전매, 불법 개간 지역인 모란단지로 옮겨갈 움직임이 많다’고 지
적했다.『매일경제』1971년 3월 17일.
19「광주의 모란개척단지는 일종의 사기 행위」
,『매일경제』1971년 3월 20일.
20 류성민,「광주대단지 개발사업」
,『성남시사』제2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427쪽.
21 1971년 4월 9일과 15일『경향신문』
과『매일경제신문』을 살펴보면, 무허가 개발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
는데, 4월까지도 ㄜ모란개척단의 택지 개발 활동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동아일보』7월 6일자 기
사에서 5월 초부터 불도저가 한두 대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짓밟힌‘마이 홈」,
『동아일보』1971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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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위치에 서 있음을 알아차렸다.
피해자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하늘
을 찌를 듯한 분노와 막막함 앞에 5월
24일 분양받은 택지에 군 당국이 규제
를 위해 철조망을 치자 군인 4명을 부대
임시 사무실에 가두고 폭행을 가하고
총기를 빼앗았다가 돌려주는 해프닝을
벌이기도 한다.22 6월 23일부터는 가입
주자 200여 가구 6000여 명의 피해자가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을 벌이며 피해
대책을 당국에 요구23하는 등 피해자들
의 소동은 잦았다.
서울지검 수사과는 6월 28일 김창숙
을 사기 및 강제 집행 면탈 혐의로 전국
에 지명수배24 하였고, 자취를 감추었던
김창숙은 잠적 두 달 만인 7월 5일 밤,
부산시 동래구 반송동 모 여관에서 체
포되어 서울지검으로 압송되었다(담당검
모란단지 사기 개발의 주범 김
창숙 단장 검거 기사(『동아일
보』1971년 7월 6일)

25

사 서울지검 성민경 검사).

결국 김창숙은

11월 29일 선고 공판(서울형사지법 12부 단독 박상기 판사)에서 사기∙「산림법」위반∙「국
유재산법」위반∙「부정수표 단속법」위반(부도액 3113만 원)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26 4년 만에 출옥한 김창숙은 모란 지역 생활을 청산하고 제주도 지역
개간 사업 구상을 하면서 몰락한 사회사업가답지 않은 처신으로 여생을 마쳤다고
한다.27

22「군인 가두고 폭행 광주 주민 3백여 명, 총기 뺏기도」
,『경향신문』1971년 5월 24일.
23『경향신문』1971년 7월 7일.
24「택지 분양 억대 사기 모란개척단장 김창숙씨 수배」
,『경향신문』1971년 6월 28일.
25「모란개척단장 김창숙씨 구속, 5억 사취, 일본 밀항 직전 검거」
,『매일경제』1971년 7월 6일.
26「모란단지사건 김창숙 피고에 징역 5년 선고」
,『경향신문』1971년 11월 29일.
27 한춘섭,「모란 지역의 향토사 정리」
,『성남문화연구』제2호,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1995,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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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란단지 사건의 후속 조치
결과적으로 모란단지 사건에 연루된 피해자는 6500여 명이었으며, 피해액도 2억
7000여 만 원, 동일 택지에 대한 분양증을 21명까지도 중복해 받는28 등 엄청난 규
모의 사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피해자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8∙10
광주대단지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의 후속 조치를 다루는 과정에서 모란단지 사
건의 후속 조치도 논의되었다. 8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은“모란단지 입주자는 광주
대단지에 이주시키고 가수용자에 대해서는 토지를 분양”하도록 지시했다. 9월 13
일과 16일에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29에서 김종필 국무총리는“모란단지 주민대표
사건은 개인의 사기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
을 세우겠다”고 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김창숙 개인의 사기이며 피해자를 구제하
는 식으로 해결되었다. 모란단지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광주대단지의 택지(현 수정구
창곡동과 산성동)를 분양하여 입주하게 함으로써 사건이 최종 수습되었다.

김창숙의 구속과 당국의 피해 대책(피해자들 광주대단지로의 흡수)으로 일단 마무리가
되었지만 많은 의문점이 남았다. 가장 큰 의문점은 1970년 12월부터 ㄜ모란개척단
의 불법 택지 조성 사업에 대한 행정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모한
사건이 어떻게 반 년 이상 지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분양증 매매가 활발하
게 이루어진 3~4월에도 행정 당국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늑장을 부리는
등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1971년 10월 11일 대학생들이 연
‘부정부패 분자 처단 성토대회’에서‘모란단지 사기 사건에 관련된 부정 분자의 처
단’이 요구된 점30 등에서도 이 사건이 단순히‘현대판 봉이 김선달’김창숙 개인의
사기 사건으로 종결될 것이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과 장성급 거물 인사들이 연루되
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해볼 수 있다.

28 하동근 구술 2011. 6. 2, 국사편찬위원회 2011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책임연구자 : 임미리).
29 국회 대정부,질문에 맞춰 9월 13일에 모란단지 주민들이 데모를 열고 단식 농성에 돌입하기도 했다.「모란단지 주민

데모 200여 단식 입주증 무효에 반발」
『동아일보』1971년 9월 13일.
30『동아일보』
∙『경향신문』1971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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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광주대단지 사업의 배경과 개요

이 절에서는 성남시 탄생의 직접적인 근간이
되었던 광주대단지의 형성 배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모란단지가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다가 실
패로 끝난 개발 사업이었다면, 광주대단지는 국
가에서 추진하다가 실패로 끝난 개발 사업이었
다. 광주대단지의 형성 배경에는 1960년대 이래
로 일어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이
집약되어 있다. 광주대단지는 급속한 산업화와
과잉 도시화로 인해 서울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

광주대단지 건설을 환영하는
입간판

과, 이에 따라 대량 생산된 서울 도심의 무허가
건물 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임시방편이었다. 그러
나 서울시의 재정 위기와 행정 공백으로 인해 광주대단지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수많은 철거민과 도시 빈민들이 빈곤과 공포에 떨며 인권을
유린당했다.

1. 1960년대 서울의 인구 집중과 무허가 건물의 난립
1960년대 서울은 만원이었다.31 1960~1970년대 한국 사회의 인구 이동은 세계적
으로도 전례가 없을 만큼 급격한 것이었다. 농촌 인구는 도시로 이주했고, 서울로
이주한 사람들만 한 해 60~80만 명에 달했다. 도시화와 산업화는‘동전의 양면’처
럼 동시적으로 일어났다. 박정희 정권이 추진한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더
불어 한국의 산업 구조는 2차∙3차 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다. 그만

31‘서울은 만원이다’
는 1966년 2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동아일보』에 연재된 동명의 소설 이호철의『서울은 만원

이다』에서 따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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큼 농촌을 등지고 도시로 향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갔다.
우리나라 도시화 현상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도시 인구의
성장이 모든 도시에서 골고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울과 수
도권에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농촌으로부터 퇴출된 인구를 가
장 많이 획득한 지역은 서울이었으며, 그다음으로 경기도의
시∙군이었다. 1960년대 농촌과 도시 간의 이동 가운데 서울로
의 이주가 70%에 달할 만큼 농민들은‘서울로, 서울로’향했다.
1960년대 중반이 되자 서울 도시 공간은 이미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공간의 과잉 집적은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범죄의 증가 등 도시 문제를 양산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주택난이었다. 1960년 전국 자가 주택 소유 비율이 79.1%인데
반해, 서울은 56.5%로 이미 전국 수준에 크게 미달했으며, 1970
년에는 전국 69%, 서울 48.1%로 서울의 주택 소유 비율은 반절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32 부족한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계천의 무허가 판자촌(1956)

큰 인구 증가는 땅값을 상승시켰고, 땅을 사거나 집을 지을 경제
력을 가지지 못한 이농 인구는 국∙공유지와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게 되
었다. 무허가 건물이 하나 둘 생겨나다가, 하룻밤이 지나면 수십 개가 뚝딱하고 지
어져 무허가 건물 지대를 이루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서울의 남산 자락과 같은 구
릉지와 청계천이나 한강변, 철도변을 둘러싸고 무허가 건물의 물결이 일었다.
서울의 무허가 건물수는 1961년 이전에 5만 5887동이었던 것이 1965년에는 12만
8644동으로 늘어났고, 1969년에는 26만 9065동이 되어 불과 10여 년 만에 5배, 연평
균 약 20%씩 늘어났다. 1966년을 기준으로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인구는 127만
여 명이었는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3명 중 1명은 무허가 건물에서 살고 있는 셈
이었다.33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인구의 다수는 농촌에서 무작정 상경한 무일푼의
농민들이었는데, 이들은 땅을 사거나 주택을 건립하거나, 심지어는 세를 들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닌 사유지나 국∙공유지에 건물을 지었다. 그나
마 건물이라고 해봤자 천막을 치거나 루핑으로 지붕을 얹은 임시 주택에 불과했다.

32 한국도시연구소,『수도권 들여다보기』
, 한울, 1995, 15쪽.
33 김일철∙김해식,「시민의 생활상」
,『서울600년사』제6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6, 6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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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화재∙수재∙전염병 등 각종 재
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도심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교통과 환경 문제에도 영
향을 주었다. 더욱이 사유지나 국∙공유지를 무단 점거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방관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무허가 건물이 점차
증가하자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 무허가 건물
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정치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1966년 여름 큰
홍수가 발생하여 한강변의 무허가 건물들이 유실되고 많은 이재민이 생기자 무허
가 건물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사회 여론이 일었다. 1967년 제6대 대통
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허가 건물 지대 문제가 정치적인 쟁점
으로 제기되어 국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문제로 제기되었다. 게다가 1966년 10월
존슨 미국 대통령 방한 당시, 서울시청 앞 환영 행사 때 소공동 지역의 너저분한 중
국인촌과 남산 기슭에 산재해 있던 판잣집이 TV를 통해 세계에 생생하게 방영된
데 대한 국내외 반향이 매우 컸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심기도 불편해졌다. 이
로써 박정희 대통령은 무허가 건물 지대의 철거와 함께 도시 계획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결단을 내렸다.34

2. 서울시의 도시 계획
1960년대 서울의 도시 계획을 진두지휘하고 광주대단지를 형성시킨 장본인은 김
현옥 서울시장이었다. 이미 부산시장을 지내는 동안 적극적인 건설 행정으로 부산
시의 면모를 일신시켜‘불도저 시장’으로 명성을 날린 김현옥은 1966년에 서울시장
으로 부임하여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사임하기까지 4년여 간 서울을 탈
바꿈시켰다. 한강 개발, 여의도 개발, 각종 도로와 택지 개발, 강남권 개발 등이 모두
그의 작품이었다.35 김현옥은 시장에 부임하자마자 서울시 재정의 50% 이상을 도시
계획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도로 신설 및 확장, 육교 및 지하도 건설, 한강 제
방의 확장과 자동차 전용 유료 도로화, 강남권의 대규모 매립 공사, 한강 개발, 대대

34 손정목,「광주대단지 사건」
,『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2』,한울, 2005, 68쪽.
35 장세훈,「광주대단지 사건과 3공도시정책의 파행」
,『월간중앙』3월호, 중앙일보사, 1991, 5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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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구획 정리, 시민 아파트 건설 사업에 전념했다.
이런 김현옥에게 서울의 공간 재편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다름 아닌 무허가 건물 지
대의 철거였다. 도심에 가득한 무허가 건물을 없애지
않으면 도로를 놓을 수도, 건물을 지을 수도, 도시 미관
을 꾸밀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에 1967년과 1968년
에 걸쳐 무허가 건물 지대에 대한 방안으로 세 가지 대
책을 마련하였다.36 첫 번째가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정책
이다. 양성화라 함은 국∙공유지의 무허가 건물들에
자재비를 보조하여 집을 개량하고, 대지는 싼 값 또는
무상으로 합법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제6대 대통령
선거와 제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이러
한 발표는 실현성 없는 공약空約의 성격이 짙었다. 더구나 양성화 대책은 서울로 이

서울시의 여의도 시범아파트
모델 전시장(1971. 5. 22, 서울
시사편찬위원회 제공)

주한 이농민들에게 무허가 건물을 지으면 내 집이 된다는 식의 선심으로 받아들여
졌다. 결국 1967년에는 다른 어느 해보다 많은 무허가 건물이 지어졌고, 선거가 끝
난 뒤에 철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양성화 정책이 실패하자 서울시는 두 번째 처방으로 시민아파트 건립 정
책을 제시했다. 1967년부터 시민아파트의 건립을 추진했던 서울시는 1969년에는
1971년까지 3년 동안 2000동 9만 호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시켰다. 시민아
파트 사업 방식은 서울시가 아파트의 골조만을 짓고 입주자가 내부 공사 일체를 담
당하는 것이었으며, 입주금 없이 호당 20만 원씩 15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하
여, 연리 8%의 이자와 한 달에 2300원 정도의 관리비를 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
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설비나 아파트 관리비 등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입주 능력
이 없는 대다수의 철거민들은 입주권을 전매하고 다시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살거나
주택비가 싼 곳으로 이주했는데, 그 수가 전체 철거 가구수의 약 70%에 달했다. 결
국 주민들의 경제적 능력과 무허가 정착지의 사회 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지 않고 진
행된 시민아파트 건설은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36 김일철∙김해식,「시민의 생활상」
,『서울600년사』제6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6, 666~667쪽; 손정목,「광주

대단지 사건」,『한국 도시 60년의 이야기 2』,한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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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서울시가 추진한 것이 집단 이주 정착지 조성 정책이었다. 이 정책은
이재민과 철거민들에게 서울시 외곽의 국∙공유지에 새로 무허가 건물을 지어 살
도록 하는 것이었다. 전혀 개발이 안 된 땅에 도로선만 긋고 가구당 8~10평씩 나누
어 점유 토지의 위치를 지정해주면 그곳에 판잣집이나 움막집을 짓고 살되 도로∙
하수도 등 기반 시설은 입주민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철거민의 입장
에서 볼 때, 이주 정책은 생존과 생활의 장으로부터 이들을 공간적으로나 사회적으
로 격리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도심 지역에서 단순 일용 노동∙행상∙노점상 등의
형태로 생계를 꾸리던 이들이 시 외곽으로 이주하게 됨으로써 교통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기회가 줄어들자 시민아파트 건립 때와 마찬가지로 철거민
의 절반가량이 분양 대지를 전매하고 도심으로 재이주하거나 정착지 주변에 무허
가 건물을 다시 세웠다. 결국 도심 무허가 건물 지대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으며,
정착지에는 무허가 주택이 확대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정착지 조성 사업으로 시내 유휴 국∙공유지를 다 소진한 서울시는 정착지
조성 정책의 일환으로 위성도시 건설을 강구하였다. 위성도시 건설은 당시 선진국
에서 중산층 교외 주거지 개발의 성격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터라 대안으로서
더욱 매력을 느꼈다. 서울시는 1966년 100만 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3000만 평
의 대규모 신도시 건설 계획을 먼저 수립했다. 하지만 신도시 건설 지역조차 선정
하지 못하고,‘대단지 주택 조성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인구 55만 명을 이주시키는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위치 선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
시키지 못하다가, 2년 후인 1968년에서야‘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주택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서울시의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한 위성도시 개발 계획인 광
주대단지 조성 사업이 실시되게 된다.

3. 광주대단지 주택 단지 조성 계획의 발표 및 인가
서울시는 1968년 4월 4일「한강 이남에‘제2의 서울’」이라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서울시가 한강 이남과 수원 이북 지점에‘제2의 새 서울’건립을 추진한다는 내용
이었다. 김현옥은 직접 기자 회견을 통해 이 계획을 발표했는데,‘3000만 평 대지
위에 인구 100만 명을 수용하는 기본 계획으로 도시를 설계, 중앙 행정부 및 관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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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모두 들어서게 하고 중심점을 기점으로 해서 피라미드형의 도시를 형성, 지하도
나 육교가 없는 완전 평면 도시로 만든다’
며,‘서울시와는 고속 전철로 이어질 것’
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었다.37 그러나 이러한 발표는 불과 1개월 후에 광주대단지 조
성 사업으로 축소되어 발표 및 추진된다.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은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수진리∙탄리∙단대리∙상대원리 등 4개
리)

일원에 300만 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해 1968년부터 1970년까지 3년간 총 10만

세대 55만 명의 철거민을 이주 정착시키는 계획으로 처음 발표되었다. 건설부는 이
와 같은 계획을 담은 서울시의‘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지구 일단의 주택지 경영 사
업 계획’을 1968년 5월 7일‘건설부 고시 제286호’로 결정했다. 건설부 인가 과정에
서 서울시가 제출한 계획 가운데 사업 기간이 1969년 연말까지 1년 단축되었다. 또
한 서울시가 인가받고자 했던 사업지가 경기도 관할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건설부 고시가 발표되기 하루 전 날인 5월 6일 경기도지사에 동의를 요청했고, 박
태원 경기도지사는 이틀 뒤인 5월 8일에 동의했다. 요컨대 서울시와 경기도, 건설
부는 불과 3일 만에 일사천리로 대규모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38

「광주군 중부면 주택 단지 조성 계획」의 개요
가. 위치 :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수진, 탄리, 단대, 상대원리 등 4개 리) 일원
나. 면적 : 10,000,000㎡(3,000,000평)
다. 사업내용
(1) 택지 조성 토지 매입 : 총 300만 평
-1968년 : 50만 평
-1969년 : 100만 평
-1970년 : 150만 평
(2) 사업소 설치 : 단지 조성 및 입주 사무관장 사업소 설치
(3) 기본 시설 설치 : 도로, 상수도, 택지 정리
(4) 철거민 이주 정착 : 총 10만 세대 55만 명
(5) 사업기간 : 1968~1970년(3년)

37 김현옥 시장의 시정은 전시∙홍보 행정으로 특징지워지는데, 이러한 계획도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으로 축소되기는

했지만 남발되는 전시용 계획과 홍보는 대규모의 부동산 투기업자들과 입주자들을 광주대단지에 입성시키는 원인
으로 작용했다.『조선일보』1968년 4월 5일.
38 류성민,「광주대단지 개발사업」
,『성남시사』제2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338∙348~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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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의 인가 과정에서
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의 주체는 서
울시였지만, 국가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
다는 점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무허가 건
물 지대 문제를 직접 지적, 대책 수립을
지시했고, 사업 계획의 인가 과정이‘서
울시-건설부-경기도’행정 부처 사이에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졌다. 박정희 정권
은 이러한 행정 조직들의‘수직성’을 이
용하여 경기도지사의 동의와 건설부의 인
가를 받고, 1968년 6월에는 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서울시는 사업을 본격적
으로 시작하면서‘35만 명 규모의 새 위성
도시 건설’,‘대전시 규모의 새 도시 건
설’등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광주
대단지 조성 사업의 테이프를 끊었다.

성남단지 종합 1차 개발도

그런데 대단지가 광주군 중부면 일대에
들어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광주군 중부면 일대는 1968년 개발 이전에는 울창한
산림 지대였다. 큰 길이라고 해야 모란을 거쳐 천호동으로 나가는 길 하나뿐이었
다. 산골짜기 양지마다 서너 채 또는 여남은 채의 가옥이 있었고, 워낙 산지가 많아
주민들은 논농사보다는 밭농사 위주로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험준한 산지에 도
시가 들어섰다는 점이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그러므로 서울시가 왜 이 지역을 신도
시 개발의 최적지로 선정하였는가는 의문점으로 남는다.
광주대단지의 지역 선정에는 서울시의 재정 상태와 안보적인 측면이 중요 변수
로 작용했다.39 먼저 안보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서울의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은 휴전
선과 가까워 안보상 취약점을 안고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제외되었다. 광주대단지
사업이 1968년 1월 21일 무장 간첩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위해 청운동 일대에 침입

39 류성민,「광주대단지 개발사업」
,『성남시사』제2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325~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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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안보 측면은
중요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음으로 서울의 남부 지역에서 하남시 근방이
나 시흥∙안양∙부천 등지는 농경지를 많이 잠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선정하
지 않았다고 발표되는데, 실질적인 이유는‘경인-경수 지방은 이미 개발이 돼’지
가가 비쌌기 때문이었다.40
서울시는 광주군으로 눈을 돌린 후에도 광주군 신장리 등지는 국도변에 자리 잡
고 있어 교통 면에서도 서울과 근접성이 높으며 정지 작업도 쉬운 평지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땅값이 비싸 탈락시켰다. 서울시는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평당 300원
이내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을 고르다 보니 광주군 중부면 일대를 선정하게
된 것이다. 중부면 일대는 도로 교통이 불편하여 서울과의 근접성이 떨어지는데다
가 임야가 총 면적의 60%를 차지하는 등 택지 개발도 어려운 구릉 지대여서 도시
개발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립된 미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쌌다.
더구나 이 지역에 국∙공유지가 많아 개발 재원의 확보라는 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이 개발 지역 선정 요인에 크게 작용했다. 광주대단지 사업 지역의 총 매수 계획
토지 중 국유지가 77.3%에 해당하는 285만 1086평인 반면, 사유지인 민유지는
22.7%로 83만 7718평에 불과했고, 민유지 가운데에서도 지가가 싼 산림지는 60만
7260평으로 민유지 총 면적 대비 72%가 넘었다. 특히 사업 주체인 서울시의 시유지
가 거의 절반(47.6%)인 175만 4559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사업지가 있는 경기도
와 광주군 소유의 토지는 모두 합해 16.1%에 지나지 않았다.41
즉 서울시는 땅값이 싸며, 서울시의 소유와 경기도 및 광주군 소유의 국∙공유
지가 전체 면적의 2/3를 훨씬 넘는다는 점에서, 도시로서는 적합한 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지역 일대를 선정했다. 결국 서울시의 초기 계획은 광주대단지를‘도
시’로서 건설한다기보다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무허가 건물 지대의 철거로 발생
하게 될 철거민의 집단 이주 문제를‘싼 값’에 해결하는 데 더 중점을 두었던 것을
알 수 있다.

40『조선일보』1970년 11월 15일.
41 류성민,「광주대단지 개발사업」
,『성남시사』제2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349~3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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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광주대단지 건설 과정과 난맥상

1. 광주대단지 건설 과정
1) 토지 매수
1968년 5월 7일 건설부의 인가가 나자마자 서울시는 광주대단지 건설을 위해 토
지 매수에 들어갔다. 5월 11일 경기도지사는 광주군수에게 이 사업에 적극 협조하
라는 지시를 내렸고, 서울시는「토지 수용령」을 공포, 제1∙2차 토지 세목을 공고하
였다. 1968년 5월 16일 공고된 토지 세목은 총 300만 평의 개발 면적 가운데 주택용
지가 180만 평(6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도로용지 66만 평(22%), 공공시설용
지 36만 평(12%), 공업용지 18만 평(6%) 등으로 구성되었다. 매입 토지는 산이 179만
5629평으로 전체 면적 가운데 60%를 차지했고, 그다음이 밭으로 58만 7374평으로
19%, 논이 52만 7040평으로 17%, 기타 용지가 10만 5283평으로 4%였다.42
토지 매수 지역의 80%가 서울시와 경기도, 광주군이 소유하고 있던 국∙공유지
였고,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사유지는 20%에 불과했기 때문에 토지 매수는 그
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서울시는 건설부의 인가를 얻은 직후, 계획을 발표하기
이전인 1968년 5월에 원주민들의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 서울시 관계자와 원
주민을 면접 조사한 권태준에 따르면, 광주대단지 계획이 발표되기 직전 서울시장
이 원주민들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과 함께 현금 포대를 들고 밤중
에 원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땅을 팔면 현금을 주겠다고 설득했다고 한다.43 토지 소
유자인 원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을 때에만 미래의 지가 상승을
예상하지 않고 순순히 수용에 응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원주민들은 구릉지 농토에서 거둬들이는 수확물로는 경쟁력이 떨어졌고, 상당수

42 류성민,「광주대단지 개발사업」
,『성남시사』제2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349~350쪽.
43 Kwon, Taijoon,“A Model of the Coadaptive Interaction Process of Social Systems Planning,”Ph.D.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york, 1976,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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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수 지역의 80%가 국∙
공유지였던 것이 크게 작용해
이주 단지로 선정된 광주대단지

는 기회가 있다면 이농하고자 했기 때문에 토지 매입으로 인한 현금 보상에 상당한
매력을 느꼈다. 또한 사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반대
할 생각도 없었다.44 그러나 토지 수용 가격이 너무 적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서
울시가 매입 가격으로 제시한 금액은 평당 120~250원 사이였는데, 원주민들은 시
세가 그보다 2배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좋은 입지의 논은 평당 1000원, 열악한 입지
의 논들도 평당 400~500원, 임야도 200원 선이라는 것이 원주민들의 주장이었다.
또한 서울시는 사업 지역 안에 있던 2010기의 분묘에 대해 1기당 1800원의 이장비
를 제시했다가 원주민들의 원성을 사서, 결국 6500원으로 인상되었다.45
광주대단지 개발이 시작되면서 서울시의 토지 매수에 대한 원주민들의 요구 조
건이 변화하였다. 광주대단지 개발이 실제로 시작되고 땅값이 예상보다 크게 오르
자 원주민들은 헐값의 현금 보상이 아니라 자신이 바라는 땅을 남겨주기를 원했다.
원주민들의 땅 중 일부를 원주민 몫으로 남겨주었던 것을‘환지換地’라고 한다. 서
울시는 가옥의 대지와 소규모 경작지, 가옥 주위의 토지 100평 내외를 매입에서 제
외시키는 안을 제시했는데, 원주민들은 매입 토지 면적이 각기 다른 만큼 토지 매
수 면적 대비 비율로 자신들이 원하는 토지를 환지로 줄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나름대로 요지를 유보지�保地로 남겨두길 원했기 때문에 환지 지정을 미루거나 약

44 김일철∙김해식,「시민의 생활상」
,『서울600년사』제6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6, 665쪽; 류성민,「광주대단

지 개발사업」,『성남시사』제2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355쪽.
45 권기흥,『성남시사』
, 영림서관, 1982, 245~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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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대로 원주민들이 요구한 환지를 제공하지 않았다. 서울시에서 환지로 주어야할
면적은 수용 전답 170만 평 중 34만 평이나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는 환지를 해주지
않을 경우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규모의 땅을 쉽사리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환지 문제로 인해 서울시와 원주민들 사이의 대립이 본격화 되면서 원주민들은
‘광주대단지 성남지구 환지위원회’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시 당국과 대치했다. 원
주민들은 서울시가 환지를 해주지 않는 것은 사유 재산 침해라며 시에 진정을 하는
등 집단적 항의를 벌였다. 대지는 매입에서 제외하고 전답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20%의 환지를 배정할 것, 환지 지역 내의 유보지 책정을 50%로 제한하고 환지 지역
의 토지 이용도를 높일 것 등을 요구했다. 결국 서울시는 임야를 제외한 전답에 대
해서는 20%의 환지 배정을 하겠다고 후퇴했다.46
서울시는 1969년 4월 말까지 매입 예정 면적 100만 평 가운데 예산상 가능한 54만
평을 사들이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서울시는 애초의 약속을 어기고 대로변
요지는 유보지로 책정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는 대신, 원주민들에게는 지가가
낮은 산비탈이나 구석진 곳을 환지로 배정했다. 이에 원주민들은 약속 이행 관철을
요구했으며, 1977년 말까지도 미해결분이 남아 있었다.47

2) 택지 조성
매입한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해 정지整地 사업이 착수된 것은 1969년 3월 4
일이었다. 1차로 시공을 맡은 업체는 초석건설주식회사였으며, 하루 20대에서 137
대까지 불도저가 동원되어 수진리 일대 50만 평의 정지 작업과 간선도로∙하천 개
수 사업 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후에는 삼덕실업주식회사와 대림산업주식회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사업지의 60% 이상이 산세가 험하고 깊은 계곡을 끼고 있는 지형
의 산림지였기 때문에 사실상 택지 조성을 위해서는 엄청난 토목 공사가 이루어져
야 했다.
지형상의 문제와 더불어 서울시의 재정 위기와 예산 부족 문제는 택지 조성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정지 작업비의 책정을 두고 서울시와 시행 업체 간의 갈등이

46『조선일보』1971일 6월 12일.
47 권기흥,『성남시사』
, 영림서관, 1982, 247쪽.

64

제6권_ 도시개발사-도시박물관, 성남

빚어져 작업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이
다. 시행 업체는 서울시가 정지 작업비로 책정한
평당 430원으로는 사업지의 가파른 지형과 암반
지질을 정지하는 데 턱없이 모자라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토지 매입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와중에 정지 작
업을 위해 자금을 더 투여할 수 없었다. 결국에
는 원래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에 시행 업체는 사실상 임야가 벌목도 제대
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표피만 벗겨내는 등 산림
은행동 택지 조성을 위한 취로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개간 수준에서 택지와 도로를 만들었다. 이는 당
시 광주대단지 지역이었던 오늘날의 성남 본시
가지의 택지와 도로에 능선과 산기슭, 골짜기 등 원래 지형이 그대로 노출되는 결
과를 초래했다. 이와 같은 난관으로 인해 1969년 말까지 20만 5000평의 택지가 조
성되었는데, 이는 1968년에 발표된 광주대단지 조성 계획에서 택지로 배정된 180
만 평 가운데 11%에 불과한 실적이었다.48

3) 철거민의 입주
서울시는 1968년 집중적으로 원주민의 토지를 매입한 데 이어 1969년 3월 토지
정지 작업에 들어갔고, 착수 2개월만인 5월에는 무허가 건물 지대에 거주하던 철거
민들을 집단적으로 입주시키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무리하게 철거민들을
‘선입주’시킨 것은 1969년 청계천변 판자촌을 철거하는‘청계천변 복개 공사’와
불량 주택 2200동이 밀집한 도심 지역에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도심 공간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려는‘세운상가 아파트 건립 공사’에서 부지를 매각해 시 세입을 확충
시킬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기 때문에 서울 도심 정비를 서둘러 시행하고자 했
던 것이다.49

48 류성민,「광주대단지 개발사업」
,『성남시사』제2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357~359쪽.
49 장세훈,「광주대단지 사건과 3공도시정책의 파행」
,『월간중앙』3월호, 중앙일보사, 1991, 5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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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입주 후건설’이라는 이름으로 1969년에 1만
6505명, 1970년에 7만 1813명, 1971년에 3만 7897명
등 3년 동안 12만 명이 넘는 철거민들을 입주시켰
다.50 철거민들은 청계천변, 철도변 등에서부터 군
용 트럭이나 삼륜차, 심지어는 쓰레기차에‘짐짝’
같이 실려서 이주해왔다. 가재도구 몇 개와 이부자
리 정도를 챙겨올 수밖에 없었던 철거민들은 군대
막사처럼 지어진 가수용 천막에 두 가구 또는 네 가
구씩 수용되었고 거적으로 장판을 대신하면서 전기
와 수도도 없는, 피난민 같은 생활을 해야 했다. 매

광주대단지 자혜지구 천막촌
(1971, 현 중원구 금광동과 은행
동 일대)

일 같이 수십 대의 트럭이 계속 철거민들을 실어 날
랐고, 산비탈과 구릉은 천막촌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철거민 이주 현황

단위 : 호∙명∙%

구분
연도

계획
세대수

실적
인구수

세대수

계획 대비 실적 비율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1968

17,000

93,500

-

-

-

-

1969

49,000

269,000

3,031

14,150

6.2

5.3

1970

34,000

187,000

15,030

72,150

44.2

38.6

합계

100,000

549,500

18,061

86,300

18.1

15.7

출전 : 류성민,「광주대단지 개발사업」『성남시사』
,
제2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395쪽.

1969년 9월에 서울 영등포 지역 철거민으로 성남에 이주해온 김철은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그는“성남에 이주해온 뒤로 현실은 달랐어요. 먹을 것도 없
었고, 일자리도 없는 막막한 상황이었죠. 일방적으로 던져주고 간 24인용 텐트천막
하나에 다섯 가구가 생활하라고 했어요. 이곳에서는 누워 다리를 뻗을 수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물을 먹고 싶어도 물지게를 지고 당시 수도가 2곳 정도밖에
없었는데, 돈 주고 물을 사먹을 형편도 안됐어요. 한마디로 서울에서 집단 이주 시

50 김일철∙김해식,「시민의 생활상」
,『서울600년사』제6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6, 669쪽.
51「인간답게 살고 싶은 마지막 절규였다」
,『성남일보』2001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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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놓고 살 곳도 먹을 것도 일할 곳도 없는 참담함
그 자체”51였다고 한다.
철거민의 이주가 시작된 1969년부터 1970년 초까
지의 광주대단지의 생활 여건은 매우 열악했다. 위
생 시설은 각각 12개의 공동 우물과 공동 화장실뿐
으로, 장마철에 여러 질병이 발생하는데도 경기도에
서 보낸 의사 1명이 진찰을 담당하는 형편이었다.
1970년 봄에는 전염병이 만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갔는데, 심한 날에는 한 천막촌에서 3~4구의 시

천막촌을 소독하고 있는 광주
대단지 개발 초기의 처참한 생
활상(1969)

체가 들려 나오기도 했다. 1969년 12월에 당시 남봉
진 경기도지사는, 철거민들의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계속된 민원이 누적되어, 경기
도와 광주군은 민원 해결은커녕 일반 행정 업무마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
울시에 철거민의 광주대단지 입주를 중지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을 정도였다.52

4) 택지 분양과 부동산 투기의 만연
택지 분양이 시작된 것은 철거민들의 이주가 시작된 지 6개월 여 만인 1969년 11
월이었다. 철거민들은 배수 시설이나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각각 20평의 땅을 추첨
으로 분양받았다. 사업 계획상에서는 주택용 택지는 1가구당 20~40평을 분양하도
록 했지만, 실제로는 20평씩을 분양했다. 서울시는 광주대단지에 더 많은 철거민들
을 이주시킬수록 무허가 건물 지대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
택 용지를 서울의 매수 차액을 노리고 있는 재산가들에게 분양해 시 재정을 충당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기 때문에 철거민들에게 최소한의 주택용지를 나누어준
셈이다. 그나마 철거민들이 분양받은 택지는 가파른 구릉지를 매끄럽게 다듬는 수
준에 불과했다.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평평한 것도 아니어서 주변 분양지 소유자
들과 함께 사비를 들여 택지 정지를 한 차례 더 해야 할 때도 있었다.53 이때 20평씩
택지 분양은 마치 나이테처럼 공간에 남아 당시 광주대단지 사업 지역이었던 오늘

52 류성민,「광주대단지 개발사업」
,『성남시사』제2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403쪽.
53 김상운,「광주대단지 철거민들의 애환」
,『신동아』3월호, 동아일보사,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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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성남 지역에서는 20평, 40평, 60평, 80평처럼
20의 배수로 된 대지 소유가 일반적이다.
분양이 시작되자마자 부동산 투기꾼이 몰려들었
다. 서울시의 정착지 조성 사업에서도 철거민들이
택지 분양증을 받으면 어김없이 부동산 투기업자
집단이 나타난 것과 같은 이치였다. 이들은 철거민
의 분양증을 매매하여 큰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광
주대단지 같은 대규모 분양지를 그냥 놔둘 턱이 없
20평으로 조성된 본시가지의
주택(1971, 중원구)

었다. 대단지 사업이 시작되자 단지 안에 엄청난 규
모의 투기 시장을 형성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는
지 여름에는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파라솔을 설치하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광주대
단지를‘해수욕장’으로 착각할 정도였고,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자 한때 광주 땅은
모두 부동산 투자가들에게 넘어간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54 정도였다. 택지를 분
양받은 철거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주택을 짓는 것은 엄
두도 내지 못하고“웃돈을 얹어줄 테니 분양증을 팔라”는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유
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거래 대상은 원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뿐만 아니라 서
울시가 철거민들에게 분양한 분양지와 서울시에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유보지
등도 있었다. 이들은 철거민들에게는 분양지를 사거나 서울시로부터 유보지를 낙
찰 받아 토지매입을 원하는 이들에게 웃돈을 얹어 되팔아 큰 이득을 남겼으며, 유
보지나 철거민들의 분양증은 투기꾼들이나 부동산업자들 손에 넘어가 서울시 거주
재산가들의 소유가 되었다.55

5) 이주민의 증가
이처럼 투기업자들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대대적인 홍보로 인

54『조선일보』1970년 11월 15일.
55 철거민 땅이 500~2000원 선임에 비해 유보지의 불하는 최소한 3만 원 선 이상이 된다. 게다가 유보지는 잘게 나누어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큼직하게 잘라서 입찰시켜 보통 80~100평이 된다. 따라서 유보지가 돈 있는 서울의 재산가들
의 밥이 될지언정“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는 엄청나게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박태순,「르뽀 광주단지 4박5
일」,『월간중앙』10월호, 중앙일보사, 1971,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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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철거민 이외에도 광주대단지로 이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광주대단지에 가면 싼 값에 집을 살 수 있
다’,‘광주대단지에 살판 났다’는 식의 소문은 언론을 통해 삽
시간에 전국에 퍼졌고,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
다. 농촌에서 서울로 이주했으나 집값이 비싸 상대적으로 싼
서울 근교의 거주지를 알아보던 이농민들에게 위성도시로서
대단위 주택 단지가 조성된다고 알려진 광주대단지는 매력적
인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서울 남동부에 직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
다는 기대로 분양증을 매입하기도 했다. 결국 광주대단지의
초기 택지 분양은 철거민을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로는 새로운 이주민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 철거로 이주한 철거민 이외의
입주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부터였다. 대개 입주
자들은 적게는 몇 십 만원에서 많게는 200~3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한 채 단지로 이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분양증
전매뿐만 아니라 대량 위조 사
기범도 발생했다는 신문기사
『동아일보』
(
1971년 7월 21일)

주했다. 이들은 땅의 분양증을 전매했다고 해서‘전매 입주자’라고 한다. 이들은 철
거민들이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판 분양증을 구입하였고, 분양증 구입에 돈을 모
두 쓴 사람들은 분양받은 땅에 천막을 치거나 판잣집을 지었고, 분양증을 구입하고
도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철거민-부동산 투기업자-전매 입주자’로 이어지는 전매 행위는 이전의 정착
지 조성 사업에서도 그랬던 것과 같이 광주대단지에서도 활발히 이뤄졌다. 1971년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주대단지 내 철거민수는 4만 1596명이었는데, 전입
자수는 그보다 1.6배 많은 6만 8623명으로 나타났다.56 철거민은 절반 이상이 다시
서울 등 다른 곳으로 나간 반면 타 지역에서 대거 입주한 것이었다.
문제는 전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이었다. 1970년부터 철거민들이 서울로 재전
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김현옥 서울시장이 무허가 건물의 신규 발생을 엄격하게 금

56 1971년 광주대단지의 주민 구성은 철거민 29.8%, 일반전입자 49.3%로 일반 전입자가 철거민보다 더 많은 상황이다

(김일철∙김해식,「시민의 생활상」,『서울600년사』제6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6, 670쪽). 일반 전입자가 모
두 철거민의 분양지를 전매한 전매 입주자는 아니다. 분양지를 전매하지 않고 세를 들어 살거나 단지 안에 무허가 건
물을 짓고 사는 무단 입주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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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색출해 처벌하고 있었던 만큼, 당국은 철거민들 전입의 근거가 되었던 분양
지를 전매하는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 있었던 시민아파트
나 정착지 사업에서 전매 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나 금지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전매를 예방하기 어려웠다.

2. 광주대단지 사업의 문제점
1) 서울시의 재정 위기와 광주대단지 사업의 경영성
서울시의 광주대단지 사업 계획 작성과 시행 과정에서는 자원 확보의 문제가 가
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 1960년대 중반부터 서울시의 도시 계획은 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했는데, 무허가 건물 지대의‘청소 작업’이외에도 서울시는 도로 확장과
신설, 한강 개발, 강남권 택지 개발, 시민아파트 건설 등 주요 도시 계획에 이미 엄
청난 재정을 쏟아 붓고 있었기 때문에 재정 부족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1960년부터 10년간 서울시의 재정 지출을 살펴보면, 1960년대 중반 김현옥 시장
의 재임 때부터 서울시의 재정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 24억 7000만 원이던 재정 지출은 1965년 77억 원으로 3배가 늘어났고, 1966
년에는 전년도의 2배에 가까운 132억 원, 1969년에는 426억 5000만 원으로 1960년
에 비하면 20배 증가한 것이었다.57 이처럼 재정 지출은 급격히 팽창했지만, 세입은
적었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정난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서울시는 재정 적자로 인해
시민아파트의 건설비를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시행하여 부실 공사를 초래했다.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사건을 자초했고, 여의도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는 민간
자본 투자에 의존하였으며, 1971년에는 공무원 임금조차 체불할 정도58에 이르렀
다. 김현옥에 이어 1970년 시장에 부임한 양택식 서울시장의 시정에 시의 부채 문
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59 특히 1971년 두 차례

57 기우직,「도시재정의 현황과 전망—서울시를 중심으로」
,『도시문제』6권 1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1, 70쪽.
58「서울시 재정난 심각, 세입부진으로 각종사업 무더기 삭제」
,『동아일보』1970년 11월 19일.
59 본격적인 재정난은 양택식 시장 때에 와서 불거졌는데,“현재 서울시의 미불 및 전출금지급중단액수는 20억 원 선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무 당국자는 8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2, 3배 정도는 되
리라는 것”이라며, 20~30억 원 규모의 부채를 문제 삼았다.『조선일보』1971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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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거를 치른 후에는“‘선거 선심’남발로 재정
바닥, 채무 등 빚더미 30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날 정도로 전시용 사업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선거
결과를 의도하는 시 재정의 유용이 문제를 일으켰
다.60
이렇듯 1960년대 중반부터 누적되고 있던 서울
시의 재정 문제는 광주대단지 건설에도 큰 장애물
이었다. 1968년 사업 발표 당시 토지 매입, 정지 작
광주대단지 천막. 서울시의 재
정 악화는 광주대단지 입주 주
민들의 지원을 어렵게 했다
(1971)

업, 입주 계획만이 있는 계획안을 내놓은 서울시
가 1969년 3월 개발 공사가 착수되고 최초의 철거
민들이 입주할 때까지도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은 서울시의 재
정 문제 때문이었다. 시 재정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음은 물론이고, 무단 토지 점
유와 불법 주택 건설을 일삼는 철거민들을 위해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내부 반발까지 겹치게 되었다.61 돈이 될 만한 서울시의 여러 사업
에도 재정이 부족해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철거민들에게까지 선심을 쓸 만
한 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울시의 재정난은, 광주대단지의 공식 명칭에도 나타나듯이 이 사업이‘경
영’사업으로 진행된 이유이다. 즉 철거민들이 이주할 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
기는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이윤이 남는 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광주대
단지에 몫 좋은 땅인 유보지를 매각함으로써 수익을 챙기겠다는 계획으로, 한마디
로 땅장사를 해 재미를 보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광주대단지의 수입∙지출 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대단지 사업의
재정 계획은 1969년 11월에 56억 원으로 확정된다. 9억 3000만 원에 사들인 땅을 유
보지와 공장부지 등으로 54억 3000만 원에 팔아 차액인 45억 원으로 도로와 택지
조성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붐으로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자 투자 규모를 당초의 계획보다 늘려 93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가장 두
드러지는 변화는 1969년의 계획에서 17억 6000여 만 원으로 책정했던 유보지 매각

60『조선일보』1971년 7월 14일.
61 장세훈,「광주대단지 사건과 3공도시정책의 파행」
,『월간중앙』3월호, 중앙일보사, 1991, 5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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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3배 가까운 50억 2000여 만 원으로 높인 점이
다. 여기서 투기 바람에 의한 유보지 땅값 상승이야말
로 광주대단지 사업을 가능하게끔 하는 조건이었다.
서울시가 광주대단지에 부동산 붐을 일으키기 위해 대
대적인 선전∙홍보를 하면서 정작 철거민은 이 사업에
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 결국 서울시의 재정난으
로 인한 광주대단지 사업의‘경영’식 계획은 광주대단
지의 각종 문제와 광주대단지 사건의 근본적인 씨앗이
광주대단지의 공동 상수도
(1970년 추정)

었던 것이다.

2) 사업의 늑장 진행
서울시가 처한 재정 위기로 인해 광주대단지 사업을‘경영’할 계획으로 토지를
빨리 개발하여 매각하는 데에만 치중하다 보니,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하부 시설인
상수도는 1970년에, 하수도는 1971년에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었다.62 실
제 투자 금액도 계획된 92억 3525만 2000원 중 1970년 7월 31일까지 집행된 금액은
12억 4509만 5000원으로 13.5% 실적에 그쳤다.63
투자가 저조하다 보니 사업도 늑장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서울시의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의 진척도를 살펴보면, 토지 매입∙택지 조성∙도로 포장 등은 성과를 보
였지만 주민들의 생활과 생계에 관련된 도시 하부 시설은 거의 진척이 없었다. 상
수도와 전기 설비의 설치도 부진하여 각각 17%와 16%밖에 진척되지 못했으며, 학
교 유치와 설립도 초등학교 30%, 중학교 20%라는 낮은 실적을 보였다. 특히 주민들
의 생계에 가장 중요했던 공장은 100개 계획에 49개를 가동시켰다는 기록이 있지만
고용 인원은 원래 계획의 3%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한마디로 광
주대단지 사건 직전까지 서울시는 수입의 원천이 되는 택지 조성에만 몰두했을 뿐
입주민들을 위한 생활 기반 시설이나 고용∙교육 대책은 등한시한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광주대단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울시의 재정을 확충할 수

62 권기흥,『성남시사』
, 영림서관, 1982, 274~75쪽.
63 류성민,「광주대단지 개발사업」
,『성남시사』제2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3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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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경영성’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서울의 도시 개발에 걸림돌이 된 철거민들을
집단적으로 통제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었다. 이로 인해 약 20만 명의 광주대단지
주민들은 생활 기반 시설이 전혀 없는 허허벌판에서 생존의 갈림길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 실적(1968~1971. 6)
구분

계획 개요

실적

진척도(%)

세대(동)

65,650

22,972

41

인구(명)

350,000

114,860

41

토지 매입(평)

3,500,000

1,950,000

55

택지 조성(평)

3,000,000

1,590,000

53

240,000

240,000

100

이주

단지 조성(평)
공업단지 조성

공장 유치(개소)

100

49

49

45,000

1,570

3

국민학교

17

5

30

중학교

8

2

25

고용 인원(명)

학교

고등학교

5

0

0

상수도(t)

60,000

10,200(진행 중)

17

전기(㎾ )

60,000

10,000

16

230

105

교통(버스, 대)
도로 포장

45

광주군 천호동

100

광주군 내

12

출전 : 서울시,「광주대단지 건설사업」,1971, 5~8쪽; 김일철∙김해식,「시민의 생활상」,『서울600년사』제6권, 서울특
별시사편찬위원회, 1996, 669쪽.

3) 공간적∙사회적 격리로 인한 생활난의 가중
서울시의 재정난과 사업의 늑장 진행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결
국 철거민을 비롯해 광주대단지 주민들이었다. 대다수 철거민 입주자들은‘하루 벌
어 하루 먹고 사는’불안정한 임시직 저임금 노동자들이었다. 1971년 8월 10일 일
어난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내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대단지의 실업률은 전국
4.5%에 비해 월등히 높은 23%이며, 3차산업 인구가 무려 85%로 주민의 대부분이 3
차산업 종사자였다. 즉 광주대단지 주민들은 불안정해 노동 시장에 진출할 경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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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송파구 문정동과 강동
구 천호동을 거쳐 동대문구 마
장동까지 운행하던 간선 버스
(1972, 신흥동 종합시장)

시 노동을 하지만, 이 조차도 없을 때에는 행상∙날품팔이 등의 영세한 자영업에
종사했다. 임시 노동에 종사한다는 것은 저임금∙저소득을 의미한다. 광주대단지
주민들의 월평균 수입은 1971년 1만 원 이하가 77%를 차지했고, 이 중 5000원 이하
가 45%를 차지하는 등 극심한 저소득층이었다.64 1971년 서울 시민의 월 소득 평균
이 4만 7870원65이었음을 고려해본다면, 광주대단지 주민들이 얻은 소득은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적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불안정 노동자들도 그나마 서울에서 일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이
들이 벌어먹기 위해서는 다시 서울로 진출해야 했는데 당시 서울로 통하는 길은 수
진리 고개를 넘어 복정리를 거쳐 서울의 문정동이나 천호동으로 가는 간선도로가
유일했다. 서울시는 버스 등 교통편을 증원, 서울과 광주대단지가 생활권으로 연결
되리라고 계획했지만 사실상 광주대단지에서 서울시의 특정 목적지까지 2시간 30
분 정도가 걸렸다.66 그러나 이것도 1970년 말에 들어와서 사정이 좋아진 것이며,
사업이 착수된 초기 상황에서는 이런 교통 상황조차도 꿈꿀 수 없는 것이었다. 따
라서 일용 노동자들로서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결국 생계 수단이 없었던 철거민들은 고용∙생계 대책이 없는 가운데 구호양곡

64 내무부 보고서,「광주대단지 종합대책」
, 1971. 9.
65 서울특별시,『서울통계연보』
, 1972, 300쪽.
66『중앙일보』1971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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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매번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부정기적으로 소량의 밀가루를 공급했을 뿐이며, 구
호양곡만으로는 결코 생계를 지탱할 수 없었다. 1960년대 중반까지 서울시에서 추
진한 정착지 조성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도 시 외곽에 정착한 철거민들은 도심 노동
시장으로의 진출을 위해 다시 도심으로 이주하여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듯이, 허
허벌판인 광주대단지에 초기에 이주한 철거민들의 반 이상이 서울로 돌아갔다. 그
리고 일부는 분양증을 판 돈으로 단지 안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무단 입
주자가 1971년 7월 기준으로 1519가구에 달해 광주대단지 주민들 가운데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67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이들을 비롯해 철거민들과 입주자들이 그나마 단지
내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의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1970년부터 광
주대단지에 건설 붐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용 노동을 하면
서도 어느 정도 입에 풀칠은 할 수 있었다. 택지의 정지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
서 정지 작업에 일손을 대거나, 광주대단지 조성 계획의 일부로 공업단지용지가 정
지되면서 공장 건물을 짓는 일, 작지만 여기저기서 지어지는 주택 건설 등 소위‘지
겟일’이나‘막노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일 뿐, 1971년 봄부터 건설
붐이 일단락되고 불황이 닥치면서 이들은 실업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듯 광주대단지 주민들 사이에는 비참함, 죽음
에 대한 공포가 만연했는데, 광주대단지에도 엽기적인 소문이 입에서 입을 옮겨가
며 널리 퍼져있었다.“그런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남편은 서울 다녀온다고 나간 지
일주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산모는 그동안 꼬박 굶다가 어린애를 낳았는데,
삶아서 …… 산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도 하지만. 글쎄요. 광주대단지가 하도
비참하니까, 비참한 것은 사실입니다. 밤에 시장에 나가면 쓰레기 통 뒤지는 사람
많습니다.”68 이렇게 광주대단지 주민들 사이에 죽음의 공포가 만연할 정도로 상황
이 나빴던 것은 서울시가 선전하고 약속했던 대로 광주대단지에서의 고용 및 생활
기반을 마련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67『조선일보』1971년 7월 6일.
68 박태순,「르뽀 광주단지 4박5일」
,『월간중앙』10월호, 중앙일보사, 1971,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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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광주대단지 사건의
발생 배경과 의의

임미리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1971년 8월 10일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은 3만~6만 명의 주민이 참여한 박정희
정권 최초이자 최대의 도시 봉기로, 광주대단지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이었으며 한
편으로는 전매 입주자들의 재산권 투쟁이었다. 서울시는 선입주 후건설 정책으로
도시 기반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광주대단지에 서울 도심의 철거민들을 트럭으로
실어 날랐고 이주민들은 극심한 생활고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가 토지 분양 대금의 확보를 위한 분양지 전매 금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경
기도가 가옥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에 불을 지폈다. 약 6시간 동안 진
행된 사건은 서울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로 하면서 일단락되었고
이후 광주대단지 사업은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되어 성남시로의 승격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성남시의 급속한 발전과는 별개로 도시민 전체가 난
동∙폭동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면서 거주민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심화되
었으며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운동 세력의 진입과 함
께 이후 성남시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거점이 되는 배경이 되었다.

제1절 사건의 배경

1. 공간적∙사회적 격리에 따른 빈곤과 공포
무허가 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시의 집단 이주 정착지 조성 정책은 철거
민들을 생존과 생활의 장으로부터 공간적∙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단순 일용 노동∙행상∙노점상 등으로 생계를 꾸리던 빈곤층에게는 도심 지역에서
멀어지게 됨에 따라 교통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가중되었고 고용 기회의 접근이 어
려워져 반강제적인 실업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공간적∙사회적 격리에 따른
생활고의 가중은 광주대단지에서 훨씬 더 심각했으며 이유는 서울시의 선입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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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로 끌어올린 지하수를 식
수로 사용했던 천막촌 주민
(1969)
치과 무료 진료를 위해 줄을 선
주민들(1971)

건설 계획에 따른 도시 기반 시설의 전반적 부재와 서울시 경계로부터의 이탈에 있
었다.
1969년 5월 2일 철거민 이주가 시작된 이래, 1971년 사건 당시 광주대단지에는 원
주민 4653명(1025세대)과 이주민 13만 5214명(2만 9746세대)이 거주하고 있었다.1 이는
전체 계획 35만 명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전체 가옥 2만 3988동 가운데
38.0%가 판잣집이나 천막 등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생활도 불안정했다.2 인구의
30.0%를 경제 활동 가능 인구로 잡았을 때 정상 취업은 이 중 39.7%에 불과했고, 비
정상 취업이 37.3%, 완전 실업도 23.0%(전국 4.5%)에 달했다. 1971년 9월 경기도가 실
시한「광주대단지 행정기본자료조사」에는, 단지 이주민들 중 49.1%가 공사 현장의
자유노동, 25.4%가 노점상∙행상 등의 영세 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월수입은 3000~5000원이 29.0%, 5000~1만 원이 36.7%, 1만~1만 5000원이 17.9%
로 나타났다. 1971년 현재 가구당 평균 소득이 서울 4만 4400원, 도시 지역 3만 7660
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광주대단지 입주민들이 얼마나 빈곤에 시달리고 있
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단지 내 생활 시설도 열악했다. 상수도는 총 계획 2만 7000t의 15%인 4000t만 공

1 경기도,「광주대단지 현황」
, 1971. 8. 17. 원주민 6603명(1192가구), 철거민 6만 7491명(1만 3780가구), 기타 전입자 5만

262명(1만 295가구) 등 총 12만 4356명(2만 5267가구). 내무부,「광주단지 종합대책」,1971. 9. 24 : 총 14만 5851명. 성남
시,『성남통계연보』,1973 : 총 15만 9275명(3만 3637가구).
2 성남시,『성남통계연보』
, 1973에는 정상 주택 1만 9287동, 비정상 주택 8415동, 총 2만 7702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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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되고 있어 전체 계획의 1/3이 입주해 있다고 했을 때 필요량의 절반가량만 공급
되고 있었던 셈이다. 전기 가설은 표에는 64.0%,「광주대단지 현황」3에는 37.5%로
나와 있는데 전자는 정상 가옥수 대비, 후자는 전체 가옥수 대비이다. 분뇨 및 오물
수거는 1970년 5월까지 정기적인 수거 대책이 없다가 연말에서야 분뇨차 1대와 청
소차 5대, 청소원 18명이 상주하였다.4 보건위생 시설도 열악해 1970년 12월 22일
현재 임시무료진료소 1곳(의사 2명, 간호원 3명), 보건소 1곳에 서울대 의대에서 주1회
순회 진료를 하고 주2회 소독을 실시하는 정도였다. 위생 문제는 사건 후에도 여전
히 심각해 1976년 봄에는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심한 날에는
한 천막촌에서 3~4구의 시체가 들려나오기도 했다.5 하수처리도 대단지 위생 문제
의 걸림돌이었는데 1970년 5월까지 간선 하수로는 공사 중이나 지선 하수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6 이 때문에 홍수 때 피해가 큰 것은 물론 비만 오면 길이 진
흙탕이 되어“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1971년 9월 30일 현재 광주대단지 현황7
구분
면적

현황
8

�350만 평(12㎢)

주택 면적

�조성 계획 : 111만 평
�조성 면적 : 72만 평(분양 면적 45만 평)

인구 현황

�총계 : 139,867명(30,771세대)
�원주민 : 4,653명(1,025세대, 3.3%)
�이주민 : 135,214명(29,746세대, 96.7%)

취업 상황

가옥

�경제 활동 가능 인구 : 42,173명(전체 인구의 30.4%)
�정상 취업 : 16,750명(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39.7%)
�비정상 취업 : 15,660명(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37.3%)
�실업자 : 9,773명(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23.0%)
※취업 알선 대상 : 25,433명(경제 활동 가능 인구의 60.3%)
�전체 가옥 : 23,988동
�정상 가옥 : 14,868동(전체 가옥의 62.0%)
�비정상 가옥 : 9,120동(전체 가옥의 38.0%)
※가수용분 : 3,148동(판잣집 2,299동, 천막 849동)

3 경기도,「광주대단지 현황」
, 1971. 8. 17.
4 서울시,「광주대단지 건설사업」회의자료, 1970. 12. 22(국가기록원 관리번호 BA0005484).
5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서울인구사』
, 2005, 1024쪽.
6「대통령보고서」제70-305호, 1970. 5. 16.
7「대통령보고서」제71-631호, 1971. 10. 14.
8 2011년 말 기준, 성남시의 면적은 141.72㎢(4287만 300평), 인구는 95만 8349명이며, 광주대단지였던 중원구는 26.38㎢

(797만 9950평)에 인구 25만 6761명으로 현재 성남시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곳이다. 이것과 비교해서도 350만 평에
35만 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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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황

생활 및 교육 수준

학교 현황

상수도

공공시설

통신 시설
전기
교통 시설
의원

�월 평균 만 원 이상 수입자 : 77.0%
�중학 졸업 이하의 학력 소지자 : 67.7%
�판잣집∙천막 거주자 : 38.0%
�초등학교 : 5개교(3개 신설 중)
�중학교 : 2개교(1개 신설 예정)
�고등학교 : 없음(2개 신설 예정)
�보급률 : 47.0%
�1인 1일 급수량 : 45.0%
�전화 수용 능력 : 640회선
�전화 가입자 : 543명
�가설동수 : 9,480동
�보급률 : 64.0%
�서울-광주 간 : 버스 120대
�1일 수송 능력 : 36,000명
�31개소

비고 : 일부 재구성.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주자들의 생활 터전인 서울로의 접근성이었다. 대단지 내
의 생계 수단은 서울공항 건설이나 하천 제방 사업 등 공사 현장에서의 막노동이
있었으나 이나마도 사건 이전까지는 드물었다. 제조업은 1971년 말 현재 기왓장과
블록을 찍어내는 공장이 각 1곳, 제지 공장 1곳, 식품 공장 2곳, 탁주 공장 4곳이 있
었고, 종업원수는 모두 합해 420명에 불과했다.9 반면 여관과 여인숙은 168개, 음식
점과 술집 731개, 카바레는 8개나 있어서「광주대단지
(
행정기본자료조사」,경기도), 먹고 마
시는 서비스업만 번창했음을 말해 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서울로
접근하는 길은 광주군에서 천호동까지의 폭 6~7m의 국도뿐이었고 이나마도 1970
년 말에서야 포장 공사가 시작되었다.10 운행 노선은 을지로5가까지 연장이 되었으
나 중부면 단대리에서 을지로5가 종점까지 최소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고, 요금도
시내 요금의 2배인 35원을 내야했다. 1970년 광주대단지에서 말죽거리에 이르는 폭
30m, 길이 8500m의 대곡로가 착공되었으나 완공되기 전이었고, 광주군 내 도로 포
장은 12%에 그쳤다. 열악한 도로 상황과 교통 사정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를 그만두
는 경우가 많았으며, 아예 서울로 거처를 옮기는 일도 있었다.

9 성남시,『성남통계연보』
, 1973.
10『경향신문』1970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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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승과 교육 기회를 차단
당한 주민들(1971)

1970년 모란단지에 이주한 하동근의 부친은 원래 쌀가게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광주로 이주한 뒤 한동안은 매일같이 서울의 쌀가게로 출퇴근을 했는데 얼마 못 가
쌀가게로 거처를 옮겼다가 수개월 뒤 그만두었다. 그 뒤에는 가마니를 짜서 천호동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걸어서 천호동까
지 갔다. 편도로 다섯 시간가량 걸렸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 집을 나서 서울에서 하
룻밤을 자고 나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하동근 구술).11
광주단지로 이주하던 1969년 중학교 3학년이었던 송상복은 이주 후 학업을 중단
하였고, 1968년 말 이주한 이태영도 성동상업전수학교 2학년을 끝으로 학업을 중단
하였다. 이태영은 동생이 셋인데 광주단지로 이주해 오면서 동생 둘은 학교를 그만
두었고 나이가 어렸던 막내 동생만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
울 용산에서 고등공민학교를 다녔던 김철도 대단지로 오면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
다(송상복∙이태영∙김철 구술).12
1970년대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가파르게 상
승하던 때였다. 1970년 초∙중∙고 취학률은 각각 90.0%, 36.6%, 20.3%였다가 10년
뒤인 1980년에는 97.7%, 73.3%, 48.8%였는데 중∙고등학교의 경우 두 배가량 증가

11 국사편찬위원회,「2011년 구술자료 수집사업 녹취록」
, 2011.
12 국사편찬위원회,「2011년 구술자료 수집사업 녹취록」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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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1990년에는 100.5%,13 91.6%, 79.4%로 상승했다. 그러나 유독 광주대단
지 이주민만이 소득 상승은 물론 교육 기회까지도 차단당한 채 빈곤이 심화되고 재
생산되었다. 이는 광주대단지가 다른 정착지와 달리‘완전히’격리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었다.
사건 당시 광주대단지 주민들의 공간적∙사회적 격리와 그에 따른 생활고를 짐
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은‘산모가 갓난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소문이었다. 서울
로부터 격리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어진 광주대단지 사
람들은‘아기를 삶아 먹은 산모’이야기로 공포를 전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청계천 주변의 인쇄공이었던 한 가장이 아내가 허기에 지쳐 실성해 갓난아기를 삶아 먹었
다고 하며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는 이장의 생생한 증언에 치를 떨었다. 직접 보고 들은 현
장을 오히려 걸러서 광주대단지 르포를 꾸몄다.14
그런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남편은 서울 다녀온다고 나간 지 일주일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산모는 그동안 꼬박 굶었다 어린애를 낳았는데, 삶아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사
실이다,‘데마고그’다, 얘기도 있고. 수진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상대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도 하고 …… 신문사 지국에서 만원 현상 걸고‘소스’를 캤는데 실패했다는 소리
도 있고. 내 생각에는 사실이라 해도 비정상적인 일로서 관심을 둘 것은 없다고 보지만. 산
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도 하지만. 글쎄요. 광주단지가 하도 비참하니까, 비참한 것은
사실입니다. 밤에 시장에 나가면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 많습니다.15

공포스런 소문들은‘불안’한 사람들의 심리에서 나온 것이면서 동시에‘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아기를 삶아 먹은 산모’의 이야기는 사실이기도 했
고 아니기도 했다. 그만큼 대단지 주민들은 공포를 전유하였다. 공포를 낳게 한 부
정적인 사회 조건들을 전유하면서 공포와 공포의 또 다른 이면인 사회에 대한 불만
을 전유하였다. 그들이 전유한 공포와 불만은 광주대단지 사건에 가서 대거 분출되
었지만 그 이전에도 작은 규모로 항상 분출되고 있었다. 주민들의 공포와 불만은

13 초등학교 입학 대상이 아니지만 조기에 취학을 하거나 나이 들어서 취학하는 경우에는 100%를 초과할 수 있다.
14 신동호,「긴급조치 9호 세대 대탐험」
,『뉴스메이커』556호, 경향신문사, 2005.
15 박태순,「르뽀 광주단지 4박5일」
,『월간중앙』10월호, 중앙일보사, 1971,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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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다툼과 폭력 등으로 분출되었고, 이는 거꾸로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이전
부터 바깥세상에서 광주단지를‘무법천지’로 규정하도록 만들었다. 일간지에“광
주군 중부면 대단지 내에 29일 현재 폭력배들이 날뛰고 있어 10여만 주민들이 불안
에 떨고 있다”16라고 보도되는가 하면 1970년 5월의「대통령보고서」에“식생활에
쪼들린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신경질적이며 저녁에는 폭행 등 싸움 사건이 많
음”17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빈곤에서 온 강제 이주와 고립, 고립이 낳은 빈
곤의 악화, 여기서 발전한 불만과 공포가 바로 대단지 사건의 심리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 분양증 전매 금지와 일시불 상환 조치
공간적∙사회적 격리에 따른 빈곤과 공포가 광주대단지 사건의 심리적이고 잠재
적인 배경이라면 분양증 전매 금지와 서울시의 불하 대금의 일시불 상환 조치는 사
건의 직접적인 배경이자 조직화의 발단이라 할 수 있다.
사건 당시 광주대단지로 쫓겨 온 철거민은 12만 4165명(2만 4833가구)이었으나 이
가운데 6만 7491명(1만 3780가구)만이 주민등록을 마쳤고, 나머지 5만 6674명(1만 1053가
18

구)은 다시 전출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절반 가까운 철거민들이 생활고 등을 이

유로 분양증을 팔고 다시 서울로 돌아간 것이다. 이에 따라 약 4500명의 원주민을
제외한 광주대단지 구성원 대다수는 철거민 입주자와 전매 입주자로 구성되었다.
이외에는 세입자와 무단 전입자가 있었는데 세입자들은 서울 도심의 철거민이 아
니라 일자리를 찾아 자발적으로 이주해온 경우가 많았다. 무단 전입자는 분양증 없
이 무단으로 하천변 등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로서 철거민 입주자가 분양지를 판
뒤 대단지 내에 머문 경우이거나 분양증이 아예 없었던 경우이다. 후자의 경우 서
울 도심 철거 가옥에 살던 세입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집단행동에도
나섰는데 청계천변 용두2동 화재로 대단지에 집단 수용 중이던 364명은 1970년 6월

16『경향신문』1971년 6월 17일.
17「대통령보고서」제70-305호, 1970. 5. 16.
18 경기도,「광주대단지 현황」
, 197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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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세입자에게도 입주권을”인정해 달라고 요구
했다.19 또 1971년 5월 20일에는 가수용지 주민 30여
명이 동대문구청에 몰려가 대지 분양을 요구한 일
이 있는데 이들은 시민아파트 입주권을 받았으나
이를 판 상태에서 대단지에 머물고 있던 경우였
다.20 1971년 5월에는 대단지 내 3468채의 무허가 건
물 중 800채의 철거 계획을 세웠으나 흐지부지되기
도 했다.21
철거민 이외의 입주 희망자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청계천 판자촌 화재(1970)로 모
든 것을 잃은 사람들도 광주대
단지에 수용되었다

전매 행위가 늘어났고 투기꾼들의 가세로 인해 분
양증 가격이 계속 상승하던 가운데 서울시는 1970년 7월 11일 갑작스런 전매 금지
및 일시불 매수 계약을 통고한다. 철거민 입주자, 전매 입주자 모두 8월 30일까지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전매 입주자 경우 시가時價, 일시불로 매수해야 한
다는 내용이었다. 김현옥 서울시장의 후임으로 양택식 시장이 부임한 지 석 달 만
의 일이었다. 표면적으로는 투기 억제와 전매 행위 금지를 명분으로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도시 계획에 수반된 각종 공사로 인하여 재정난을 겪고 있던 서울시의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전매 행위 금지 조치의 반응은 민감하고 클 수밖에 없었다. 순식간에 분양증 매매
가격이 급락했으며 부동산 거래 중단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대단지 주민 생활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분양증 전매는 중산층 유치를 도외시한 대단지 사업에서 철거민
아닌 전입자들을 이주시켜 개발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단지에 부동산 거래
와 이에 따른 일반 전입자가 없었다면 철거민 입주자들의 생계가 더욱더 곤란해졌
을 것이다. 그런데 공고가 발표되기 직전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이런 사태를 예견이
라도 한 듯 분양증을 처분하고 썰물처럼 대단지를 빠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
다. 이것은 다음 해의 사건 뒤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어 그들이 서울시 고위 당국자
와 결탁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궁을 받았다.22 예상 밖의 사태에 결국 서울시

19『조선일보』1970년 6월 16일.
20『동아일보』1971년 5월 21일.
21『동아일보』1971년 6월 12일.
22 권기흥,『성남시지』
, 영림서관, 1982, 2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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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공고대로 조치를 시행할 수 없었고 흐지부지 시행을 보류하게 되었다.
서울시 전매 행위 금지 조치 공고문
공고
당시에서 무허가 판자집을 철거하고 철거민에게 이주 정착지로 분양한 광주대단지에 입주 정
착한 자와 현재까지 입주 정착하지 않았거나 제 3자에게 전매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키로 하였으니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 기입주자에 대하여
가. 입주자가 본인인 자는 1970. 8. 30까지 전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1970. 7. 11 현재 건물이 건축되어 있고 전매하여 제 3자가 입주하고 있는 것은 1970. 8.
30까지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① 토지대금은 계약시 시가로 일시불로 매수하여야 합니다.
② 매매계약에 불응하는 자는 무단점용으로 퇴거 조치합니다.
다. 분양계약 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여하한 형태로도 정당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득하
여 주거를 이전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2. 미입주자에 대하여
가. 1970. 7. 11 이전 입주자격자 중 미입주자는 다음 ① ②호에 의하여 본인이 이주 정착하
지 않을 때에는 입주 자격을 무효로 하고 제 3자에게 재 분양합니다.
① 입주지 분양을 받은 자는 1970. 7. 25 까지 본인이 입주 정착하여야 합니다.
② 현재까지 입주분양을 받지 않은 입주자격자는 1970. 7. 25 까지 철거, 퇴거지에서 광
주대단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본인이 분양을 받아 입주 정착하여야 합니다.
3. 앞으로 이주할 자에 대하여
광주 단지 철거민 분양에는 철거민 본인에 한하되 지정기일까치 이주 및 주민등록을 필하
지 않으면 이주 자격을 무효화합니다.
1970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서울시 조치가 유보되고 얼마 후 분양증 전매와 부동산 투기는 다시 고개를 들었
다. 1971년 전반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선거 때문이었다. 4월 27일에 제7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5월 25일에는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두 차례의 선거에서 정
부와 여당 후보는‘장밋빛 공약空約’을 마구 뿌려댔고 여기저기서 기공식이 벌어졌
다. 동시에 분양증 전매 대금도 치솟았다. 박정희 대통령은“주민 이주에 앞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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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전기 등 편의 시설을 완비하고 면세 등 특
혜를 주더라도 경공업 단지를 조성해 주민 생활 근
거에 위협을 없애라”고 지시했으며,23 서울시는 광
주군-천호동 간 도로 포장 공사 착공,24 광주대단
지-경부고속도로를 잇는 동서 간선도로 신설 및 확
장,25 연내 제2공단 조성 계획,26 종합병원 유치,27 시
승격 추진,28 중소기업 72개 유치,29 제1공단 준공 및
7개 업체 유치와 4000명 고용 창출30 등을 발표했다.
광주대단지 공장 기공 및 통수
식(1970, 경기도청 언론담당관
실 제공)

서울시는 1971년 3월까지 총 5만 404평의 유보지
를 불하해 약 17억 원의 불하 세입을 올렸는데 평당
최고 20만 9000원을 받기도 했다. 평당 평균 가격은 불하 초기인 1970년 9월 1만
6542원에서 5만 5554원으로 3배가량 오른 것이다. 선거 직후인 1971년 6월 16일 서
울시는 대단지 사업비를 종전 56억 원에서 94억 원으로 증액하고, 1971년 말까지 20
만 명을 입주시키는 한편, 3만 7340채의 도심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 대단지에 입주
시키겠다고 발표했다.31 그러나 이러한 증액은 부동산 붐으로 수입액 증가 예상에
따른 증자였고 수입원도 오직 토지 불하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인데 선거 후 대단지
내 경기 침체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선거가 끝난 뒤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땅값이
급락하였고, 10~15만 원씩 팔리던 분양증이 3만 원도 받기 어렵게 되었다.32 급기야
유보지 불하가 어려워지면서 철거민 이주도 중단해야 할 형편이 되었다.33 1971년
말까지 서울시의 총 투자비는 43억 원(1968~1970년 12억 원, 1971년 31억 원)이고, 사건 당시
까지의 투자비는 38억 원이었으며, 수입은 유보지 불하비 12억 원이 전부였다.
재정난에 봉착한 서울시가 선택한 길은 1년 전 유보한 조치를 다시 불러오는 것

23『동아일보』1970년 11월 7일.
24『동아일보』1970년 11월 17일.
25『동아일보』1970년 12월 8일.
26『동아일보』1970년 12월 14일.
27『동아일보』1971년 1월 25일.
28『동아일보』1971년 2월 3일.
29『동아일보』1970년 2월 6일.
30『동아일보』1971년 3월 20일.
31『동아일보』1971년 6월 16일.
32『중앙일보』1971년 8월 12일.
33『조선일보』1971년 6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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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토지 불하의 강행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서울시는
1971년 7월 13일 2차 전매 행위 금지 조치를 발표하고 전매 입주자의 분양 재계약
및 분양 대금 시가 일시불 납부, 철거민의 택지 대금 일시불 납부를 공고했다. 당시
전매 입주자들에게 고지된 시가는 택지를 네 등급으로 분류해 각기 다른 가격을 매
겼는데 평당 8000원에서 1만 6000원 사이였다. 당시 서울시에서 거여동의 택지를
철거민들에게 불하할 때 평당 500원에서 2500원 사이였다. 더욱이 감정원 평가액
(평당 4000~8000원)보다

2배나 비쌌고 최고 가격인 1만 6000원은 서울시 남산 지역의

지가보다 높은 수준의 것이었다. 여기에 경기도가 8월 1일과 15일을 기한으로 10평
당 평균 3000원으로 광주대단지 내 3712동의 가옥에 대해 총 1539만 원의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주민들을 더욱 자극하였다.

제2절 사건의 발생과 전개

1. 주민 구성과 사건의 주체
사건 당시 광주대단지의 주민 구성은 원주민, 철거민 입주자, 전매 입주자, 무단
입주자, 세입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가운데 원주민의 경우 사건 이전부터‘광주
대단지 성남지구 환지위원회’를 조직하여 집단적인 항의를 벌이고 있었고, 토지 보
상액에도 불만이 많았다. 또 단지 개발 후 생업인 농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이유에
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서34 철거민들의 형편에 공감을 느끼는 한편 사건 당일
시위에도 심정적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요구 사항들이 원주민들과는 무

34 토지 보상액을 받아 투자에 실패한 원주민이 천호동 코스모스 다방에서 현금 100만 원을 뿌린 뒤 자살하는 일도 있

었다(조명천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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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었으며 사건 준비 과정과 사건 당일 시위에도 원주민들이 동참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건 수습 과정에서 원주민들은 서울시와의 간담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당시 일
간지에서는 토지 보상액에 대한 원주민의 불만을 사건과 관련하여 다루기도 했다.35
세입자들은 7월 13일 공고와 가장 무관했다. 여기서 세입자는 서울시 철거 지역
에 세를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광주대단지의 20평 분양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을 말
한다. 대단지의 세입자들은 주로 직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주해 왔거나(박봉준 구
36

술)

,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이주한 경우가 많다(임종원∙김건중 구술).37 따라서 7월 13

일 공고뿐 아니라 대단지 내 주민-행정 간 이해관계에서 가장 멀었던 집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단 전입자들은 구성이 다양했다. 서울시 철거 지역에서 세를 살다 철거민과 함
께 실려 왔으나 분양을 받지 못한 사람들과 분양증을 판 뒤 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
대로 남은 사람들, 기타 이유로 자금 없이 대단지에 들어온 사람들 등이다. 1971년
7월 현재 3519동의 무허 가옥 입주자 중 세입자로 구성된 2000가구는 사건 당시 가
구당 10평씩을 받기로 하고 단대리 3만 평에 가수용되어 있었으며, 이외 1500가구
에 대해서는 구제책이 없었다.38 세입자들 경우 서울시와 분양 협상으로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해왔고 분양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39
서울시 공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은 전매 입주자들이다. 이미 10~15만
원에 분양증을 매입했는데 여기에 16만~32만 원의 분양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땅
값을 두 번 치르는 격이었다. 그것도 일시불로 말이다. 따라서 전매 입주자들은 공
고 직후인 7월 17일 불하가격 시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 민원을 제기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서울시와의 협상에 나서는 집단이 되었다. 다만 전매 입주자들의
성격도 다양했는데 서울시 공고에 대해 전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가

35『매일경제』1971년 9월 11일.
36 국사편찬위원회,「2011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
, 2011; 국사편찬위원회,「2012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

2012.
37 국사편찬위원회,「2012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
(책임연구자 : 임미리, 구술자 : 김건중∙박봉준), 2012.
38『조선일보』1971년 7월 6일.
39 세입자와 집주인간 말썽을 없애기 위해 20평에 대한 택지 분양증을 세입자와 집주인 공동 명의로 발급하도록 지시

『동아일보』
(
1970년 10월 7일). 가구당 5평씩 분배. 광주단지, 세입자-무단 전입 천여 가구『조선일보』
(
1970년 12월 4
일). 공동으로 20평 주어 연립 주택 또는 2층집 등을 지어 살도록(『경향신문』1971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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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대책위원회 구성과 민원 제출을 주도한 것은 분
양증 장사로 부동산 투기를 하던 세력이었다.40 사건
당일 주도 집단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구
속자 22명 대부분이 철거민이었던 것으로 보아 일반
전매 입주자들의 경우 참여는 했으되 상대적으로 과
격성은 덜했을 것이다. 서울시 공고에 가장 크게 이해
가 걸려있었지만 행정 당국에 대한 적대감은 철거민
들에 비해 약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철거민들은 전매 입주자들에 비해 서울시 공고에 따
른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면서도 서울시 행정에
대한 불만은 가장 컸으며, 동시에 사건에도 가장 적극
적으로 참여한 집단이다. 전매 입주자들이 자발적으
로 대단지에 이주해온 사람들이라면 철거민들은 선택
이 아니라 강제에 의해‘수용’된 사람들이었다. 대책
없이 들어온 대단지에서 가장은 실직을 하고 자녀들은 다니던 학교를 관두어야 했

광주대단지 분양 계약 체결이
말썽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신
문 기사(『동아일보』1971년 8월
2일)

다. 심지어“산모가 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소문이 돌 지경의 굶주림과 비참한 삶은
행정 당국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극대화시켰다. 서울시 공고에서 철거민 해당 사항
은‘기한 내 분양 계약 체결’이다. 즉 공고의 표면적 명분인 전매 금지 조치의 현실
적 방안이 철거민들로 하여금 곧바로 분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
나 분양 계약 체결은 강제하되 평당 2000원씩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혜택은 그대
로였기 때문에 공고로 인해 철거민들이 입은 재산상의 문제는 분양가격의 10%(6000
41

원)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곧바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20평 기준

6000원의 취득세는 월수입 1만 원 이하가 77%인42 대단지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부
담이었을 것이다.
한편 광주대단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없었으나 대단지 주민들과 정서를 공유
한 사람들로 모란단지 입주자를 들 수 있는데 당일 시위에도 적극 참여했을 것으로

40 대책위원회 대표 박진하는 상당한 양의 분양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사편찬위원회,「2011년 구술

자료수집사업 녹취록」,2011, 이해학∙하동근 구술).
41『조선일보』1971년 4월 13일;『매일경제』1971년 8월 12일.
42 내무부,「광주대단지 종합대책」
, 197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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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사건 수습과 관련한「대통령 보고서」등의 문건에서 모란단지 입주자들
에 대한 대책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사건 후 시행된 취로 사업에도 모란단지
입주자들이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하동근 구술).43

2. 사건의 경과
서울시의 전매 입주자들에 대한 시가 일시불 분양 계약 체결 공고가 발표되자 주
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고, 전매 입주자 일부가 대단지 내 제일교회 목사인 전성천
을 중심으로 7월 17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자유당에서 공보실
장(문공부 장관)을 지낸 전성천44을 고문으로 추대하였으며, 대표는 박진하 장로가 맡
았다. 사건 이후 언론 보도에서 하나같이 전성천을 대표로 기술한 것으로 보아45 서
울시 등 행정 당국을 포함한 대외 접촉을 전성천이 주도하는 속에 박진하는 대단지
내 주민 결속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사건의 표면적 주체가 대책위원회 또
는 이를 계승한 투쟁위원회로 알려졌지만 실제 대책위원회 또는 투쟁위원회는 대
단지 주민, 적어도 전매 입주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었다기보다는 성남제일교회(현
성남교회) 교인들 가운데 박진하를 중심으로 하는 재력가들의 집단으로 보인다. 전성

천 또한 자서전에서“광주대단지의 유지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데모를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46,“이번 광주대단지의‘데모’는 내가 시무하던 제일교회가 사실상
주동체였다. 그 표면적 책임체가‘광주대단지 불하가격 시정 대책위원회’였지만
그 사무소가 제일교회 안에 있었고 위원장이 제일교회 장로인 박진하였으며, 그 회
의와 크고 작은 집회가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교회 전체가 완전히 하나로 뭉

43 국사편찬위원회,「2011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
, 2011.
44 전성천(全聖天, 1913. 12. 4~2007. 7. 31, 경북 예천)은 일본 청산학원대학 신학부를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하여 프린

스턴신학대학교에서 석사학위, 예일대학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승만 정부 시절인 1959~1960년 공보실
장으로 재임하면서 당시『경향신문』폐간을 주도하였다. 광주대단지 사건 후 1975년에는 기독교방송사 사장, 방송
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성천은 1970년 199평 대지의 방 7개짜리 양옥을 판 돈 850만 원을 갖고 들어와 분양증 5
매를 구입해 100평 부지에 교회를 건립했으며, 수색에 있는 땅 5000평을 팔아 교회 운영 자금을 마련하였다(전성천,
『전성천 회고록 : 십자가 그늘에서』,동영사, 2001).
45“불하가격 시정 대책위원회 고문”
『경향신문』
(
1971년 8월 11일),“불하가격 대책위원회 회장”
『매일경제』
(
1971년 8
월 12일),“주민대표 4명”
『경향신문』
(
1971년 8월 13일),“불하가격 투쟁위원회 위원장”(박태순,『월간중앙』10월호,
중앙일보사, 1971).
46 전성천,『전성천 회고록 : 십자가 그늘에서』
, 동영사, 2001, 2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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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게 요구 사항을 얘기하
는 주민들(1971)

쳐서 이 일에 앞장선 것을 보면 더욱 명백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11명을 위원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는 이틀 뒤인 19일‘유지 대회’를 개최하는데 다음의 4개 항에 걸
친 요구 조건을 내걸었다.
[요구 조건]
① 대지가격을 평당 1500원 이하로 인하해 줄 것
② 불하가격을 10년간 연부상환토록 해 줄 것
③ 향후 5년간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줄 것
④ 영세민 취로장 알선과 그들에 대한 구호 대책을 세울 것

‘유지 대회’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애당초 대책위는‘유지’,즉 재력가들
의 모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위원회에서는 19일 대회에 2000명이나 모일 것
을 예상하지 못했다.“원래는 제일교회에서 하려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
에 장소를 옮겼다.”47 예상과 달리‘유지’외에 일반 전매 입주자나 기타 대단지 주
민들이 모였기 때문이다. 당시 대회 명칭이‘유지 대회’라는 것은 전성천의 회고록
에 따른 것으로 실제 어떤 명칭을 사용했는가는 확인되지 않으나‘유지’라는 말은

47 신상웅,「르뽀 광주대단지」
,『창조』10월호, 창조사, 1971, 129쪽.

제1편_과거-농촌 성남과 광주대단지

91

사건 직후 대단지에 들어와 4박 5일 취재를 한 박태순의『월간중앙』르포에도 등장
하고, 박기정과 신상웅의 르포 기사에도 유지들은 사건의 기획자로 서술됐다.
19일 거리 집회를 개최하고 대책위원회는 24일 요구안을 담은 진정서를 서울시
에 제출하였지만 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대책위원회는 7월 28일 또 한 번의 집
회를 열어 조직을 확대하여 대표 217명을 선출한 뒤‘대책위원회’를‘투쟁위원회’
로 개칭하고‘백 원에 뺏은 땅 만 원에 폭리 말라’,‘살인적 불하가격 결사반대’등
의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작성해 집집마다 전단을 만들어 뿌리는 등 요구 사항을
선전하여 주민들을 더욱 동요시켰다.48 이처럼 주민 불만과 투쟁 의지가 높아가던
중에 경기도에서도 8월 1일 가옥 취득세 고지서를 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투쟁위
원회는 8월 3일 주민 궐기대회를 10일 성남출장소 뒷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백 원에 매수한 땅 만 원에 팔지 말라’,‘살인적인 불하가격 결사반대한다’는 등의
구호가 적힌 전단 3만 장을 대단지 내에 배포하였다. 주민들의 동요를 눈치 챈 서울
시 측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서울시 본청 주택관리관에게‘긴급 사태 발
생, 현지 해결 불가능’이라는 구원을 요청하였고, 마침내 투쟁위원회에 당초의 전
매 입주자들에게 통보된 감정원 사정 가격인 평당 8000~1만 6000원의 지가를 절반
가격으로 내려 주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투쟁위원회 측은‘전매 입주자의 불하가
격도 철거민과 동일하게 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내세우며 서울시의 타협안을 거
부했고 면세 요구도 고집했다.
처음에는 있을 수 있는 반발 정도로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서울시는 날
이 갈수록 광주대단지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결사적인 모습을
드러내자 마침내 당황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8월 9일 최종완 제2부시장을 현지
에 파견해 최종적인 타협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최 부시장은 사태를 짐작하지 못한
채“누가 당신더러 이곳에 와서 살라고 했소. 여기서 살지 않으면 될 게 아니오”49라
고 말하는 등 주민들에게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부시장이 이날 약속
한 것은 단 하나, 내일(8월 10일) 오전 11시에 서울시장과 투쟁위원회와의 협상 테이
블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10일은‘주민 궐기대회’가 열리기로 계획된 날이었
으며, 9일 부시장이 돌아가자 투쟁위원회에서‘시장이 내일 아침 11시에 오기로 약

48 박기정,「르뽀 광주대단지」
,『신동아』10월호, 동아일보사, 1971, 171~172쪽.
49 박태순,「르뽀 광주단지 4박5일」
,『월간중앙』10월호, 중앙일보사, 1971, 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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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우리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자’고 홍보하고
세 가지 요구 조건, 다섯 가지 구호를 적은 현수막과 전단을 배포하며 주민들의 참
석을 종용했다. 이때 요구 조건과 구호는 다음과 같다.
[요구 조건]
- 대지는 무상으로 하라!
- 토지는 세금을 면제하라!
-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라!
[구호]
- 백 원에 매수한 땅 만 원에 폭리 말라!
- 살인적인 불하가격 결사반대한다!
- 공약사업 약속 말고 사업하고 공약하라!
- 배고파 우는 시민 세금으로 자극 말라!
- 이간정책 쓰지 말라. 단지 주민 안 속는다!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전개 과정
날짜

사건

내용

1970. 7. 13

1차 전매 행위 금지 조치

전매입자 시가 일시불 분양 계약 체결 공고

1971. 4. 27
1971. 5. 25

제7대 대통령 선거
제8대 국회의원 선거

차지철 후보“토지 무상 양여, 5년간 면세”약속(공약 남발)

1971. 7. 13

2차 전매 행위 금지 조치

전입자 분양 재계약 및 일시불 납부 ,철거민 택지 대금 일시불 납부 공고

1971. 7. 17

불하가격 시정대책위원회
구성

100여 명이 제일교회에 모여 11명 대책위원회 구성. 고문에 제일교회 전
성천 목사, 위원장에 박진하 장로

1971. 7. 19

유지 대회

2000명 결집. 각 구마다 2인의 대표 추가해 33인으로 대책위원회 구성

1971. 7. 24

서울시∙경기도출장소에 결
의문 제출

1만 5000가구 날인을 거친 결의문 제출

1971. 7. 28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개칭

33인 위원에 184개 단지 당 1명씩의 대표를 추가해 217명으로 대책위원
회 구성. 89개 단지별 1인씩 추가해 총 117명이라고도 함. 전단∙포스터
작성해 집집마다 배포

1971. 8. 1

건물 취득세 고지서 발부

경기도 성남출장소 명의로 건물 10평당 평균 3000원 부과

1971. 8. 3

주민 궐기대회 개최 합의

개편대회 열고 8월 10일에 주민 궐기대회를 열기로 합의. 광주대단지
출장소장은 서울시 본청에 구원 요청

1971. 8. 9

투쟁위원회, 서울시 부시장
과 협상

서울시 부시장과 투쟁위원회 대표자들 협상했으나 결렬.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장이 와서 협상키로 합의

1971. 8. 10

8∙10 소요 사태 발생

3~6만 명 참가

1971. 8. 12

서울시장 방문 및 사과

전성천 포함 주민 대표 4인 서울시장 방문해 난동 사태 사과

1971. 8. 12~13 주모자 구속

12일 12명, 13일 8명 구속, 2명 수배

1972. 1. 24

2명 실형, 19명 집행 유예, 1명 무죄

구속자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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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유지 대회’에서 8월 10일 주민 궐기대회까지에는 대책위원회 또는 투쟁위
원회와는 별개의 소통 구조가 대단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성천의 영향력
이 컸다고 하나 그것은 행정 당국과의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고 대책위원회나 투쟁
위원회 역시 재력이 있었을 뿐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래 의미의‘유
지’와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유지 대회’에 2000명이 모이고, 5일 만
에 1만 5000가구의 서명을 받아내며, 급기야 8월 10일 대단지 주민 대다수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한 소통 구조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그 단서를 다음 구술에서 짐
작할 수 있다.
제일교회인가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서 (개입)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그전에 대책위가 구성됐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대책위
가 제대로 부각된 10일 이후이지 그전에는 통장들이 주로 했어요(이태영 구술).50
목사님은 데모 사건 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목사가 있고 무슨 대책위가 있었는지도 모르
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데모 사건 나기 전까지(송상복 구술).51
그때는 모르겠어요. 모르고.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전성천 목사) 얘기를 들었어요(김철
구술).52

전성천이나 대책위의 존재는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게 세 구술자의 공통된 얘기
이다. 그리고 집회 관련한 연락 업무를“통장들이 주로 했다”는 말에서 통장들이 그
소통 구조의 중심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대단지에는 체계적인 행정 단위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사건 이전에도 행정 당국
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소통 구조를 만들어야만 했다. 여기에서는 서
울시에서 함께 거주하던 철거민들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
구역을 한꺼번에 철거하고, 그 구역에 살던 철거민들을 함께 이주시켰으며, 이들
은 단지 안에서도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었다. 예컨대 철도청에서 서울역이나
용산역 등지의 무허가 건물 지대를 철거해 중부면 탄리에 집단 분양하는 식이었다.

50 국사편찬위원회,「2011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
, 2011.
51 국사편찬위원회,「2011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
, 2011.
52 국사편찬위원회,「2011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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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서울시 무허가 건물 지대의 소통 구조가 단지 안에서도 작동했고,“행정 단
위가 없어 전에 통반장을 지낸 사람들이 단지 사업소와 성남출장소를 왔다 갔다 하
며 당국의 지시를 구두 전달”했다.53 이러한 소통 구조들은 조직이 대책위원회에서
투쟁위원회로 개편되면서 투쟁위원수를 확장, 진정서를 작성하고 집회를 알리는
역할을 했으며, 단지 안 사람들이 사건에 참여해 연대를 할 수 있는 매개자 역할을
했다.54
그러나 통장들, 즉 과거 통장 했던 사람들은 8월 10일 궐기대회까지 소통 구조의
중심에 있었으되 서로를 조직하지는 못했고, 다만 개별적으로 움직였을 뿐이다. 이
들을 포함해 대단지 주민들은 스스로를 조직하지 못했다. 이유는 소통할 공간이 부
재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광주단지에는‘광장’이 없었다.“하나의 도시를 만든
다면 반드시 중심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광주단지는 중심가가 없다. 광장도 없
고, 구심점이 될 만한 장소도 없다. 그냥 퍼져 있는 상태”였다.55
광장이 없는 광주단지에서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이주민들은 서로 소통할 방
법이 없었으며 이 가운데 막대한 재산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유지들은
대단지 최고의 이력을 가진 제일교회 전성천 목사를 찾아가 호소했고, 유지들과 이
해를 같이 하는 전성천은 이들의 요청을 수용했다. 그리고 소통 구조의 담당자, 즉
철거민인 통∙반장들이 처한 입장과 원하는 뜻이 전파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직되었다.

3. 사건 당일
1971년 8월 10일 사건 당일의 상황은 지금껏 발간된『성남시사』와『서울시사』,
그 밖의 간행물과 논문 등에서 대동소이한 기술을 하고 있는데 모두 1971년 8월 11
일자『한국일보』기사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건 당일의 상황을 이전과 마찬
가지로『한국일보』기사를 토대로 재정리하기보다는 다른 기록물과의 비교를 통해

53『조선일보』1970년 11일 15일.
54 김수현,「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연구」
,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60쪽.
55 박태순,「르뽀 광주단지 4박5일」
,『월간중앙』10월호, 중앙일보사, 1971, 2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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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한국일보』기사의 오류를 짚음으로써 사건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바로잡고
자 한다. 당시 일간지들은『한국일보』외에도 모두 사건을‘난동’또는‘폭동’으로
다루었다.“광주단지 주민 빗속에 난동 6시간”
『동아일보』
(
),“광주단지 주민 난동, 땅
값 무상으로 하라”
『경향신문』
(
),“광주단지 주민들 난동”
『매일경제』
(
),“광주단지 2만여
주민 난동”
『조선일보』
(
)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한국일보』해당 기사의 경우 당시 유
일하게 사건 전 과정을 시간별로 상세하게 보도하면서 이후 거듭된 인용에 의해 기
사 내용이 8월 10일 사건에 관한 유일한‘사실’로 굳어져 버렸다. 이에 따라 사건에
대한 규명과 재해석은 해당 기사를 재검토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광주단지 주민 난동, 빗속의 대치 5시간”
/『한국일보』,1971. 8. 11 기사 전문 / 원문자는 저자
[1] 10일 광주대단지는 3만 명의 성난 군중들로 약 5시간 동안 무법천지가 됐다. 9일 밤 11
시 30분까지 서울시의 최종완 제2부시장 등 관계자들은 주민 무마 작업을 벌였으나 광주
대단지 불하가격대책위원회(시정투쟁위원회)는 10일 날이 밝자마자 단지 내의 집집마다
인쇄된 전단을 뿌리고 궐기 대회에 주민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모이자, 뭉치자, 궐기하자,
시정대열에!’
라는 제목을 단 전단에는 ①100원에 매수한 땅 만원으로 폭리 말라 ②살인적
불하가격 결사반대 ③공약사업 약속 말고 사업하고 공약하라 ④배고파 우는 시민 세금으
로 자극 말라 ⑤이간정책 쓰지 말라 단지시민 안 속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이 전단
은 10시에 성남출장소 뒷산에 모일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2] 군중들은 9시께부터 모여들기 시작, 10시께는 출장소 뒷산이 온통 군중으로 덮였고 출
장소 마당을 비롯한 빈터와 간선도로도 사람들로 들어찼다. 삽시간에 모인 군중은 추산 3
만여 명. 20대 청년과 30~40대의 장년들은 편을 지어‘허울 좋은 선전 말고 실업군중 구제
하라’는 등 플래카드를 들었고 군중들의 가슴에는‘살인적 불하가격 결사반대’란 리본까
지 달고 있었다. 이렇게 모여든 군중은 양 시장이 불하대책위와 약속한 상오 11시에 나타
날 것을 기다리며 웅성댔다.
[3] 11시가 되자 양 시장은 나타나지 않은 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군중은“시장이 시간
을 어겼다”,“우리를 사람 취급 안 한다”면서 흥분, 1백 50미터 떨어진 서울시 대단지 사업
소로 몰려갔다. 몰려가던 군중의 일부는 성남출장소 입구에 세워둔 서울시 환지과장의 서
울 관 1-356호 지프를 때려 부숴 개울 바닥에 처박았다.
[4] 사업소로 몰려간 젊은 난동자들은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기 시작, 곡괭이와 몽둥이 등
을 휘두르며 사무실 5개가 있는 1백 평 사업소 안에 있는 선풍기 4대, 전화기 4대, 마이크 4
대, 형광등 40개, 캐비니트 30개와 철제 책상 등을 파괴하고 벽에 걸린 사업계획서, 사진 서
류 등을 찢었다. 이 통에 사업소 직원 92명은 모두 달아났고 달려왔던 성남지서 경찰관 30

96

제6권_ 도시개발사-도시박물관, 성남

여 명도 군중에 위압당해 모두 사라졌다.
[5] 11시 40분께 주민들은 성남출장소로 다시 밀려가 총무, 재무, 사회개발계와 소장실이
있는 1백 30여 평의 본관 건물로 침입, 책상과 의자를 때려 부수고 서류를 꺼내 불을 질렀
다. 사무실 내부에 있던 모든 서류가 타버렸으나 주민등록증이 있는 민원사무실은 본관과
2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유리창만 깨지는데 그쳤다. 12시 30분께 광주대단지 내에 있는
성남소방지서 소방차 2대가 달려왔지만 군중들에 밀려 접근을 못했고 광주경찰서 기동경
찰대 1백여 명이 이들을 말리려 했으나 손을 쓰지 못했다.
[6] 시청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10시 30분께서야 끝낸 양택식 서울시장이 광주단지에 도착
한 것은 군중들이 난동을 시작하고 10분쯤 지난 상오 11시 30분께. 양 시장은 난동이 벌어
지고 있는 곳에서 2㎞ 정도 떨어진 제1공업단지 내 삼영전자공업사 회의실에서 대책위 전
성천 목사 등 간부 3명과 면담, 이들의 주장을 듣고 가능한 데까지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으
니 난동을 중지할 것을 대표자들에게 당부하고 대표자들도 이에 합의했다. 대표자들이 합
의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달려갔을 때는 양 시장과의 합의점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만
큼 난동은 난폭해져 있었다.
[7] 낮 12시 10분께, 양 시장은 광주를 돌아서 서울로 갔고 청, 장년 5천여 명은 떼를 지어 양
시장과 서울시 간부 및 단지사업소 직원들이 있다는 풍문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몰려다녔
다. 이들은 모두 술 냄새를 품기며 성남출장소 마당에 세워둔 7—192호 반트럭 등 눈에 띄
는 대로 관용차를 불태워 개울에 처넣었다.
[8] 하오 1시께부터 난동자 40여 명은 난동 사태로 운행을 못하고 세워둔 서울 영 7-281호
시영버스를 뺏어 타고“서울로 가자”며 수진리 고개로 향했다. 2시께는 난폭해질 대로 난
폭해진 청, 장년 5천여 명이 단지 앞 50미터 간선 도로에 나와 지나가는 버스∙트럭 등을
마구 뺏어 타고 단지 안 간선 도로로 몰고 다니며 행패를 부였다. 이때 경기 영 5-2580호 트
럭이 이들에게 뺏겼고 운전사 곽정호씨(35)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졌다. 그리고 단지로 들
어오던 서울영 6-2845호 버스 운전사 김봉호씨(49)는 난동자들에게 끌려가 곤욕을 당했다.
[9] 하오 2시께 서울시 경찰국 소속 기동대 50여 명이 단지 입구 수진리 고개에서 이들의 서
울 진출을 막기 위해 최루탄을 발사했고 난동자들은 돌로 맞섰다. 서울시 경찰국 기동대 4
백 50여 명이 대단지 입구에 도착한 것은 하오 2시 15분경. 광주경찰서 기동대 4백 명이 도
착한 시각은 하오 3시가 가까워서였다. 이때부터 난동자들은 경찰과 대치, 돌팔매와 욕지
거리로 맞섰다.
[10] 난동자들은 하오 5시 20분 경 서울시가 모든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는 소식이 전해지
자 뿔뿔이 흩어졌다. 이 밖에도 난동자는 하오 2시 30분경 성남파출소로 몰려가 파출소를
에워싸고 아우성을 치며 몽둥이로 파출소 유리를 모조리 부순 다음 파출소 앞에 세워 둔
광주경찰서 2호 백차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버렸다. 하오 1시 20분께는 성남지서 모란파견
소 앞에 최종완 제2부시장 등의 관용차가 있는 것을 보고 난동자들이 버스를 뺏어 타고 쫓
아가자 최 부시장 등 서울시 간부들은 허겁지겁 광주 쪽으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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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기사에서 차량 훼손은 서울시 환지과장의 서울관 1-356호, 7—192호 반트럭,
광주경찰서 2호 백차 등 세 건의 관용 차량이 훼손된 것으로 나오며, 민간 차량으로
는 서울 영 7-281호 시영버스, 경기 영 5-2580호 트럭, 서울영 6-2845호 버스가 구체
적으로 거명되었다. 그 밖에“지나가는 버스∙트럭 등을 마구 뺏어 타고”다녔다고
나온다. 기존의『성남시사』에는“차량 피해 22대 중 소실이 4대, 시영버스 대파 5
대, 소파가 13대”,56“4대의 차량이 불에 타 못쓰게 되는 등 22대의 차량이 파괴”57라
고 되어 있다. 기사에서는 훼손 차량은 관용 3건이고 나머지는 다만 뺏어 탔다고 되
어 있으나 1982년과 2004년에 편찬된『성남시사』에는 모두 22대가 파손된 것으로
나온다.
당시 사건 구속자들에 대한「공소 사실」58에는 기사에 나온 3건 외에 수원경찰서
소속 경기 관 1-211호 차량에 돌을 던져 정차시켰다는 사실만 나오며, 불탄 차량도
경찰 백차 한 대이고 나머지 둘은 밀어서 엎거나 하천에 빠뜨린 것으로 나온다. 광
주군 직할 성남출장소의 개발과장으로 있던 박봉준도 전복 차량 1대를 목격했으며
이 외 전복 1대, 탈취 1대가 더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이라고 기억했다(박봉준 구
59

술).

이에 따라『성남시사』의 22대 파손은 근거가 없으며,『한국일보』기사의“지

나가는 버스, 트럭 등을 마구 뺏어 탔다”는 것도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사업
소 직원 92명은 모두 달아났다”고 되어 있는데 출장소 직원 중에는 개발과장 박봉
준이 유일하게 남아 사건 전 과정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봉준∙조명천 구술).60
기사에서 광주대단지사업소와 성남출장소 건물이 훼손된 것으로 나오는데 기존
의『성남시사』에는“성남출장소 건물 1동 및 건물 내의 행정 서류가 전소되고, 서울
시 소속 광주대단지사업소 유리창과 기물 등이 대파”61 또는“성남출장소 건물 1동
과 행정 서류가 모두 타버렸다”62고 나온다. 여기서 광주대단지사업소는 서울시 소
속이고 성남출장소는 광주군 소속인데63 사업소는 분양 등 개발 관련 업무를, 출장
소는 주민등록 등 지방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56 권기흥,『성남시지』
, 영림서관, 1982, 301쪽.
57 성남시사편찬위원회,『성남시사』제2권, 2004, 414쪽.
58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장 제출 통지문에 나와 있는「공소 사실」
(고합876). 사건 당시 구속됐던 송상복 소장.
59 국사편찬위원회,「2012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
, 2012.
60 국사편찬위원회,「2012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
, 2012.
61 권기흥,『성남시지』
, 영림서관, 1982, 301쪽.
62 성남시사편찬위원회,『성남시사』제2권, 2004,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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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이전에 발간된『성남시사』내용을 종합하면 주민들은 먼저 사업소로 가
서 집기를 파손했고, 그다음 출장소 건물로 가서 주민등록 서류를 제외하고 불태웠
다는 것이다.「공소 사실」에는“사업소 소유의 책상 및 의자 전화기 등 도합 440여
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출장소 경우“개발과 사무실 침입하여 각종 휴지 등으로 불
을 놓아 공용 건조물인 위 건물 및 비품일체 시가 도합 7백 20만 원 상당을 태운”것
으로 나온다. 그런데 상황을 목격한 박봉준의 증언은 이와 다르다. 사람들이 출장
소에 들어간 것은 그 안에서 세무서 파견 직원 1명이 세무를 봤기 때문인데, 지방세
인 취득세가 세무서 소관인 줄 잘못 알고 취득세 고지서를 태워버리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세무 직원 책상 있는 자리만 일부 태우고 바로 불을 껐다. 주민등록 서류가
훼손될까봐 우려했던 것이다. 당일 시위가 끝나고 오후 7시에 사무실 와서 일을 봤
을 정도로 출장소 건물의 훼손은 없었다. 피해를 입은 건물은 서울시 소속 광주대
단지사업소뿐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철거민을 이주시킨 서울시는 공분의 대상
이었지만, 주민 지원 사무를 봤던 성남출장소는 오히려 주민들과의 관계가 우호적
이었기 때문에 불을 지를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트럭 운전수가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버스 운
전수가 끌려가 곤욕을 당했다고 나오고, 기존의『성남시사』에는“경찰 측 20여 명,
주민 측 7명 부상”,64“경찰 22명과 주민 7명 등 29명 부상”65이라 나온다.「공소 사
실」에는 수원경찰서 소속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수와 순경을 구타해 각각 요치 10
일간의 타박상을 가하고, 주민들과 경찰이 대치한 상황에서 돌을 던져 경찰관 8명
에게 요치 1~8주의 상처를 입혔다고 나와 있다. 적어도「공소 사실」에 따르면 시위
군중들이 민간인을 공격하지는 않은 것이다.
『한국일보』기사와 기존의『성남시사』에서는 폭력이 전반적으로 자행된 듯이 기
술하고 있지만 박봉준의 증언 및「공소 사실」과 비교해 볼 때 시위 군중의 공격 대상
은 경찰을 포함한 행정 관청에 국한되었으며, 폭력 수위도 비교적 낮았다. 3~6만 명

63 대단지 내 행정관서로는 사업 이전부터 있던 광주군 성남출장소와 사업 이후 설치된 광주군 성남지구도시건설사업

소(1968. 8. 1~1971. 8. 31), 서울특별시 중부면 대단지사업소(1968. 8. 1~1971. 8. 31)가 있었다. 이 중 광주군 소속의 성
남지구도시건설사업소와 성남출장소가 합쳐져 1970년 9월 1일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가 설치되면서 서울시 소속
광주대단지사업소는 개발 업무를, 광주군 성남출장소는 행정 업무를 맡기로 분장하였다. 사건 후 서울시 소속 광주
대단지사업소는 폐지되고 성남출장소는 경기도 직속으로 바뀌었다.
64 권기흥,『성남시지』
, 영림서관, 1982, 301쪽.
65 성남시사편찬위원회,『성남시사』제2권, 2004,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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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한 시위에서 차량 피해 3건(소훼는 1건), 경상 10건이 있었을 뿐이다. 건조물 피
해도 정확히 사업소와 출장소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미뤄 시위 양상이 전반적으로
폭력적이지는 않았다. 즉‘폭동’,‘난동’이라 이름 붙일 만한 수준의 폭력 사태는 수
반되지 않았던 것이다. 시위 목적이자 불만의 대상인 서울시 소속 광주대단지사업
소 건물에 가서 집기를 훼손하고 관용 차량 1대에 불을 붙이고 2대를 밀어 넘어뜨렸
을 뿐이다. 시영버스를 뺏어 타고“청와대로 가자”는 구호를 외치며 서울시로 진출
하려고 시도하기는 했으나 즉흥적으로 벌어진 일이었고, 이에 따른 물품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주민과 경찰이 대치했을 때 투석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경상 8명
에 머물렀다는 것으로 미루어 돌을 던진 사람들의 수가 대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폭동’,‘난동’이라는 수식은 시위의 폭력적 양상보다는 단
순히 참가자수가 많았다는 데에 압도되어 나온 얘기일 수 있다. 당일 참가자수가 수
만 명에 달했던 것은 실업자가 많았던 데에다 단지 내에 마땅한 오락 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할 일도 없고 놀 거리도 없기 때문에 집에 있었던 사람들 대개가 쏟아져
나왔다. 사건 당시 사진을 보면 어린아이와 노인들이 많았고 사건 후 구속자 대개가
10대 후반~20대 초반이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4. 사건의 수습
대규모 주민이 참여한 시위가 오후 5시, 사건 시작 여섯 시간 만에 종료된 것은 서
울시가 모든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당일 11시 45분경부
터 제1공단 내 삼영전자공업사 사무실에서는 양택식 서울시장과 투쟁위원회 측의
전성천 고문, 박진하 위원장 등이 참석한 회의가 열렸고, 오후 1시경 끝난 회의에서
의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매 입주자 대지가격도 원철거민 이주자와 동일 취급한다.
② 주민 복지를 위하여 구호양곡을 방출하고 자조 근로 공사를 아울러 실시한다.
③ 경기도 당국과 협의하여 취득세 부과는 보류하도록 하겠으며 면세를 추진하겠다.
④ 주민들은 당국과 협조하여 계속 지역 개발에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서울시장의 약속으로 주민들은 전원 해산했지만 사건 직후부터 정부 당국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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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긴박하게 대처하기 시작했다. 8월 11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광주대단지에
대한 기본 대책을 지시하였으며, 같은 날 국회 내무위원회에서는 양택식 서울시장
을 출석시켜 사건의 경위와 사후 대책을 보고받은 후 국회 내무위원회 조사단 구성
을 제기하여 17일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내무부에서는 내무부 차관을 위원장
으로 하여 건설부 차관, 보사부 차관, 서울시와 경기도의 관계관을 위원으로 하는
광주대단지 중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을 위원
장으로 하는 경기도 성남지구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그 밖에도 사건 당일 부이
사관을 소장으로 하는 경기도 직할 성남출장소와 총경을 서장으로 하는 성남경찰
서를 설치키로 했는데 중부면 성남출장소일 때는 주사가 소장, 광주군 직속 성남출
장소 설치부터 8∙10사건 이전까지는 사무관이 출장소장을 담당했다. 이석봉 양주
군수가 승진 발령이 나 초대 소장이 되었는데,66 경기도 직할 성남출장소 설치일은
9월 13일이었지만 10일 저녁부터 보건소 건물에 나와 업무를 보았다(박봉준 구술).67
또 경찰서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파출소장으로는 경감이 부임해 왔다.
즉각적인 구호 사업으로는 8월 11일 저녁 영세민 긴급 구호양곡을 소맥분으로
5000포 급송하였고,68 1972년 3월까지 소맥분 1808t(보사부 1100t, 서울시 708t)을 책정해
취로 사업 참가자와 취로 불능 가구에 배급하기로 했다. 시 승격은 원래부터 예정
되어 있던 일이었으나 다시 강조되었으며, 대단지 사업을 10월 14일자로 서울시가
경기도에 인계해 개발 업무와 행정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업무 일원화는 사건
의 신속한 수습에도 도움이 되었는데 경기도는 각 시군 직원들을 차출해 성남출장
소에서 통계 자료를 만드는 등 업무를 봤으며, 1973년 7월 1일 시 승격까지 출장소
직원들은 평소보다 몇 배 많은 업무량을 감당해 가며 시 승격을 준비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1971년 12월 초 이석봉 소장이 과로로 입원하여 12월 4일 이재덕 경기도
북부출장소장이 성남출장소장으로, 이석봉 성남출장소장이 경기도 북부출장소장
으로 교체 발령받았고, 시정계장(박봉준) 등 직원 5명이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다.69
중장기 대책으로는 향후 소요액 56억 원(총 사업비 94억 원) 중 서울시 예산과 국고에서
각각 15억 원(월동 사업 5억 원, 향후 사업 10억 원), 10억 원(취로 대책 사업)을 지원키로 했으

66『동아일보』1971년 8월 11일.
67 국사편찬위원회,「2012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
, 2012.
68 권기흥,『성남시지』
, 영림서관, 1982, 302쪽.
69『동아일보』1971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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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에 제공된 월동용
구호품(1971. 11. 23,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제공)

며, 1972년 4월까지 18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토목 공사와 공장 건설을 추

광주대단지 선고 공판
(1972. 1. 29)

진함으로써 234만 7960명(1일 평균 1만 1179명)이 일할 수 있도록 했다.70
한편 사건 참가자들에 대한 처리 문제는 1971년 9월 9일 21명이 구속∙기소되어
1972년 1월 29일 실형 2명, 집행 유예 18명, 무죄 1명이 선고되었다. 구속자들은 대개
철거민 입주자들이었으며 전성천∙박진하를 포함한 대책위 측은 사건으로 인해 어
떠한 행정적∙법적 처분도 받지 않았다. 전성천을 포함한 주민 대표 4명은 사건 직후
인 8월 12일 양택식 서울시장을 방문해 난동 사태를 사과했으며, 검찰의「공소 사실」
에 대책위원회 측은 주민들에게‘해산 명령’을 한 주체로 등장한다.71 전성천의 회고
록에는 공무원과 경찰들을 사건의 희생자로 묘사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데모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감사한 생
각을 아울러 느끼게 된다. 특히 당시 광주경찰서장이었던 김주동씨가 관에서 물러나게 되
었고 광주군수였던 황두영씨가 좌천을 당한 것 외에 많은 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 그리고 데모대가 던지는 돌아 맞아 몸에 부상을 입고도 발포를 하지 않고 부
동의 자세로 그 의무를 다한 경찰관들의 인내와 용기를 지금도 고맙게 기억하고 있다.72

70「대통령보고서」71호, 1971. 8. 4.
71“피고인 등은 입주자 약 삼만여 명과 공모하여 집회 주최자 박진하의 집회 종결 선언 및 관할 경찰서장의 해산 명령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
72 전성천,『전성천 회고록 : 십자가 그늘에서』
, 동영사, 2001, 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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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에 따른 개청 현판식
(1973. 7. 1, 경기도청 언론담당
관실 제공)

제3절 사건의 결과

1. 성남시 탄생과 도시의 팽창
광주대단지의 시 승격은 사건 이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 서울시는 1972년 말
에 대단지를 시로 승격, 독립시키기 위해 경기도 측과 협의를 마친 상태였다.73 1971
년 7월 21일에는 관계관 회의에서 기본 방침과 추진 일정이 결정되었는데 내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성남 지역 종합개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단지 12㎢
(350만 평)에 녹지 지역 42.55㎢를 합한 전체 54.55㎢에 인구 50만 명을 수용한다는 내

용이었다.74 이를 위해 광주시 성남출장소를 경기도 직할로 승격한다는 내용도 포
함되어 있었는데 이 같은 계획 때문에 이석봉 출장소장의 조기 부임을 포함하여 사

73『동아일보』1971년 2월 3일.
74「대통령보고서」71호, 197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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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습이 매우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다. 사건을 통해 바뀐 것은 성남출장소의
관할을 경기도 조례 제470호(1971. 8. 18 공포)에 의해 기존 광주군 성남출장소 관내 6
개리와 대왕면, 낙생면, 돌마면 등 128.5㎢를 관할 구역으로 함에 따라 시 승격 대상
이 2014년 현재의 면적인 141.7㎢에 육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2. 차별 및 배제의 심화75
사건 결과 가장 큰 혜택을 입은 것은‘토지 불하가격 인하’와‘취득세 면제’라는
목표를 100% 달성한 전매 입주자들이었다. 따라서 분양증을 수십에서 수백 장 소
유한 투기 세력들은 사건의 최대 수혜자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대단지에 대한 구호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주민 일반이 처했던 생계 문제와 열악한 주거 환경 문
제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사건은 기왕의 사회적 배제를 심
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정부와 사회에서는 대단지 주민들을 폭도로 취급하기 시작
했고 도시 전체에 대해 빈곤과 범죄의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집회 군중의 수가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집회 초기 최소한
의 경찰도 배치되지 않았고, 양택식 시장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8∙10사건 이전까지 대학생 시위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시위가 없었고, 서울시
와 정부 측이 광주대단지 주민들을 비교적‘온건’하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빈곤층을 사회 불만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지만“생
활고에 허덕이고 있는데 반하여 정부에 관한 기대감은 뚜렷”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러한 판단은 1969년“9∙14 국민투표 시 찬표 90%”인 데서 기인했다.76 또 집회 통
고가 전성천 등 친정부 세력에 의해 이뤄진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정부가 보기에
는 집회 주최와 참여 세력 전체가 정권에 위해가 되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건 이전까지 온건 세력이었던 주민들은 사건 이후 추방당했다는 피해 의
식으로 불만을 조직화하고 집단행동으로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반사회 집단’으
로 바뀌었다. 아래에서 보듯이 사건 이후 정부는 대단지에 경찰 병력과 정보∙수사

75 임미리,「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해석 : 투쟁 주체와 결과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26호, 민주화운동기념사

업회, 2012.
76「대통령보고서」제70-305호, 1970.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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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을 추가 투입했고, 이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억압 체계를 조성했다.

광주대단지 현안 문제 해결 보고77
각하의 지시(대비정150-63 71. 9. 23호)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문
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기 보고 드립니다.
……
4. 치안 및 소방 대책
가. 성남경찰서 신설
(1) 5개 과, 187명 정원
(2) 10개 파출소 설치, 정보 및 특수 수사요원 보강
(3) 집단적 행동에 대비하여 사전동향을 파악하고 진압부대 편성. 자체 진압부대 103명
365개의 장비 보유, 인접 5개 지역 190명 및 서울 경찰기동대 492명의 지원체제 확립.
……
6. 민심의 동향과 대책
가. 문제점
(1) 현지주민은 서울시로부터 추방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있고 서울특별시로의 편입운동
을 전개하고 있음
(2) 저소득층의 집단화로 생계에 대한 불만이 조직화할 우려가 있음
(3) 지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후퇴될 것이라는 데서 오는, 기대에 어긋났다는 불만
(4) 집단행동으로 의사를 관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나. 대책
(1) 위의 해결방안과 조치 내용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광주단지 계획을 1973년까지 수행
한다는 것을 주민에게 주지시켜 민심을 순화시킴
(2) 일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중산층을 유치토록 함
비고 : 밑줄은 보고서 원문 그대로임.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있지요? 술 마시다 잡혀가는 사람들 많았어요”78라는 증언
처럼 유신 체제에서 막걸리 간첩이 유행하긴 했지만 광주대단지에서는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 되었다. 윤흥길의「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79도 광주대단지 사건으
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뒤 일상적으로 감시를 당하는 한 사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

77「대통령보고서」제71-458호, 1971. 8. 11.
78 국사편찬위원회,「2011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
, 2011.
79 윤흥길,「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창작과 비평』여름호, 창작과비평사,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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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건 이후 대단지는 잔뜩 겁을 먹고 숨을 죽이는 동네가 되었다. 박태순은 그의
소설에서 당시 이런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이상하게도 나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아이들 대여섯 명이 겅정거리며 뛰놀고 있는 것이 돋보여지고
있을 만큼 별촌동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황량하였다. 이른바‘별촌동 소요 사건’이
이곳에서 불과 나흘 전에 일어났었다고는 도저히 믿기어지지가 않았다.”80“아무도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했던”
,“전설같이 꾸며진 광주단지”의 여섯 시간은 세상을 떠
들썩하게 만든 뒤 다시 아무도 모르게 숨죽어 버리게 된 것이다. 사건의 여파로 광
주대단지는 숨죽인 도시가 됐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을 가져왔다.
정부와 언론에서 광주대단지 사건을‘폭동’,‘난동’으로 규정지으면서 이후 성남
시민들은 폭동과 난동을 일삼는 반사회 세력이 되었다. 또“아무도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81했던”광주대단지는‘산모가 아이를 삶아 먹는’괴괴하고 흉측한 곳이 되
었다. 성남 시민들은 어디 가서 성남시에 산다는 얘기를 떳떳이 밝힐 수 없었다. 윤
흥길의 소설「엄동」82에서는 성남 시민이 갖는 상대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다루면서
성남 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뜻밖의’인물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다. 하
동근도“당시에는 회사에 이력서 낼 때 주소를 성남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취업이 잘 안되었거든요”83라고 증언했다. 윤흥길의 연작「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84「직선과 곡선」,85「창백한 중년」,86「날개 또는 수갑」87에서도 광주대단지 사
건으로 인한 대단지 이주민의 신분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의 주인공 권씨는
선량한 소시민이었다가 우연히 광주대단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후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도시 전체에 찍힌 빈곤과 범죄의 낙인은 사건의 영향 외에 광주대단지의 건설 계
획 자체에서도 비롯되었다. 광주대단지는 성남시 승격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저소
득층에 한정된 전입∙전출이 이어지면서 도시 전체가‘못사는 동네’,‘우범 지역’
으로 낙인찍혔다. 도시 전체가 도시 빈민 지역의 대명사가 된 까닭은 광주대단지

80 박태순,「무너지는 산-외촌동사람들 14」
『창작과
,
비평』가을호, 창작과비평사1972, 433쪽.
81 박태순,「무너지는 산-외촌동사람들 14」
『창작과
,
비평』가을호, 창작과비평사1972, 254쪽.
82 윤흥길,「엄동」
,『현대문학』3월호, 현대문학사, 1975.
83 국사편찬위원회,「2011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
, 2011.
84 윤흥길,「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창작과 비평』여름호, 창작과비평사, 1977b.
85 윤흥길,「직선과 곡선」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문학과지성사, 1977c.
86 윤흥길,「창백한 중년」
『아홉
,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문학과지성사, 1977d.
87 윤흥길,「날개 또는 수갑」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문학과지성사, 197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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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다세대 주택(2013)

개발 시기 일괄적으로 구획된 20평의 분양지에 기인한다. 8∙10광주대단지 사건으
로 정부가 철거민 위주의 도시 조성 계획을 철회하고 중산층을 유치키로 하면서 일
반 주택 단지가 조성되기 시작했지만 기존에 들어선 2만 필지가량의 20평 형 주택
은 2013년 현재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성남시의 경우 1970년대
고도성장 시기에도 도시 전체는 성장했지만 거주민들은 대지 20평에 건평 10평 남
짓의 소형 가옥의 도시 서민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다.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대단지 건설 사업이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이관되면서
1973년 성남시로 승격되었다. 시 승격과 더불어 도시는 급팽창했으나 광주대단지
시절과 마찬가지로 성남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다. 대단지 시절 가파른 산
비탈에 20평 규모로 지어진‘브로크집(벽돌집)’은 1980년대 반지하층을 포함한 3층
집으로 개조되었다. 1970년대 방 하나를 세 놓았다면 1980년대에는 아래위층에 세
를 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일렬로 늘어선 20평짜리 집들 사이의 골목길은 예나 지
금이나 여전히 2m 남짓이다. 아래윗집에서 울리는 자명종 소리와 앞집의 텔레비전
소리도 그대로 들리고 있다.
한편 당시 농촌 지역이던 분당구에 1990년 이후 분당과 판교 신도시가 건설되면
서 이전과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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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분당 사람들은 자신들을 성남 시민이 아니라 분당 시민으로 불렀고“우리 애
들을 어떻게 같은 학교에 보내느냐”88고 항의하기 일쑤였다. 심지어 아파트 입주 직
후인 1992년부터 분당을 성남시에서 분리시키자는 주민운동이 벌어졌다.89 40년 전
대단지 주민들에게 가해지던 차별과 배제가 2013년 현재도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아니 오히려 강화된 셈이다.

3. 사회운동의 태동 및 성장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건이 곧바로 대단지 주민들의 사회운동을 촉진했
다는 증거는 없다. 사건 직후 대단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그러한 관심
은 초기에 사건 구속자들에게 집중되어 1972년 초 집행유예로 출감한 구속자들을
한 민주화운동 단체에서 명동의 모처로 초청해 감사패를 주고 식사를 한 일도 있다
90

(송상복 구술).

이 자리에는 고 함석헌 옹도 있었다. 전성천 목사는 민주수호청년협

의회 주최‘광주대단지 사태의 분석’세미나에 참석해 발제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건의 주도자로 표현된 전성천은 대단지의‘성자’가 되고 싶었으나 희생을 감수
할 마음이 없었고, 사건 구속자들을 포함해 참가자 대부분은 목적의식적‘운동’보
다는 목전의‘생계’와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의‘빈곤’만이 관심사였다.
사건 이후 대단지에는 사회운동의 싹이 트기 시작했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성
남시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 민주화운동의 거점으로 성장하지만 계기는 외부로부터
주어졌다. 사건 직후 8월 15일,‘자유의 종 불온삐라 사건’이 일어났다.‘자유의 종’
은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들이 제작하던 지하 신문으로“광주단지 빈민 대폭동 출장
소 및 경찰차 불살라, 20여 명 구속 주민들 반발 / 구속 주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 참
상을 보고도 욕할 수 있으랴, 빈민에게 살 길을! / 광주단지와 같은 참상은 도처에
있다 / 호화판 대통령 전용기 구입”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91
고려대학교의 이념 동아리 한맥은 기관지『한맥』제6호(1971. 9. 13)에서 광주대단

88 박봉준 구술 2012. 8. 16.
89 디지털성남문화대전(http://seongnam.grandculture.net).
90 국사편찬위원회,「2011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
, 2011.
91 성남시,「광주대단지 현황,『신도시 개발(성남단지 현황 및 대책)』
, 1971(국가기록원 관리 번호 BA000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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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건을 다룬‘광주廣州는 죽지 않았다’라는 르포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한맥 소
속 함상근은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민란으로 규정하고
현장에 달려갔다. 그가『한맥』에 쓴 글 가운데“임산부가 분만한 아기를 삶아 가족
의 아사를 면할 수밖에 없었다는 놀라운 참상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닌 광주단지에서
일어났다”는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되기 직전까지“학생들이 조작한 것”이
라고 극구 변명할 정도로 박정희 정권의 심기를 찔렀다. 당시 함께 현장을 취재했
던 한맥 회원 조상호는“청계천 주변의 인쇄공이었던 한 가장이 아내가 허기에 지
쳐 실성해 갓난아기를 삶아 먹었다고 하며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는 이장의 생생한
증언에 치를 떨었다”며“직접 보고 들은 현장을 오히려 걸러서 광주대단지 르포를
꾸몄다”고 회고했다.92
광주대단지에서의 본격적인 사회운동 세력 유입은 기독교 쪽에서 시작되었다.
사건 전에도 기독교 학생 사회 개발단 운동의 일환으로 1970년 여름 지역 사회 개
발 캠프가 대단지에서 개최되었지만,93 이것이 전성천 목사 또는 사건에 영향을 주
었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사건 이후부터는 달랐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도시 빈민 선교 활동의 일
환으로 연세대학교 신학과 4년생인 최규성이 대단지에 들어와 야학을 시작했다. 최
씨의 야학은 이후 제일실업중고등학교로 발전했다. 개신교의 도시 빈민 선교 활동
은 1971년 9월 1일‘수도권 도시빈민선교위원회’가 조직되면서 본격화됐다. 발족
직후 위원회는 이미 1970년 광주대단지에서 학생 사회 개발단 활동을 한 바 있던
권호경 전도사를 이곳에 파견했다. 1972년 5월 권호경 전도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
의회(KNCC)로부터 지원받아 주민교회의 간판을 달았는데, 이는 교회라기보다는 주
민 조직에 가까웠다.
1973년 1월에는 권호경 전도사를 대신해 이해학 전도사가 파송되어 오는데 1970
년대와 1980년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포함하여 이후 주민교회와 이해학 전도사
(1981년 담임목사 취임)는 성남시 사회운동의 구심 역할을 한다. 1978년 문을 연 가톨릭

의‘만남의집’은 1970년대 성남 노동운동의 뿌리였고, 김종태라는 걸출한 노동자
를 배출하기도 한‘한울야학’의 이전 성원들과 함께 1980년대 성남 노동운동의 교

92 신동호,「긴급조치 9호 세대 대탐험」
,『뉴스메이커』556호, 경향신문사, 2005.
93 신현철,「한국 에큐메니칼 학원선교운동과 사회참여」
, 장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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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과 조직 양 측면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다.94
한편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이후 학생운동 부문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
데‘빈곤’과‘노동’이라는 성남시의 지역성이 부각되면서 성남 출신 대학생들과
성남과 인근 지역 소재 대학의 학생들이 하나의 세력으로 묶여나가기 시작했다. 또
비록 광주대단지 사건 자체가 이후 사회운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광주대단지
에서 성남시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이후 성남시가 반독재 민
주화운동의 지역 거점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9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6월항쟁을 기록하다』
, 2010, 180�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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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의 갈등과 통합

김수현 | 현실문화연구 편집팀장

광주대단지 조성 계획은 1971년 8월 10일에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과 그로부터
3개월 전에 일어난 모란단지 사건으로 인해 일대 전환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 장
에서는 모란단지와 광주대단지 개발 사업이 실패로 끝나고 모란단지가 광주대단지
에 흡수되면서 사업 계획과 방향이 변화하고 새롭게 주민이 구성되는 등 성남 지역
에서 일어난 변화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모란단지 사건과 광주대단지 사
건으로 드러난 갈등이 어떻게 통합되고 해결되었는지를 짚어보고, 성남시가 1973
년 7월 1일 독립적인 도시로 탄생하기까지의 모습을 그려본다.

제1절 광주대단지 계획의 변화

1.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사업 주체의 변경
1968년 5월에 3년의 실시 기간으로 계획된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실적을
내지 못하고 1971년에 이르러 계획이 변경되기에 이른다. 토지 매입에서부터 택지
조성, 철거민 이주, 생활 기반 시설 등 사업 전반에 걸쳐 봉착한 문제를 보고받은 청
와대는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발하기 한 달 전인 1971년 7월 15일에 광주대단지를
“하나의 독립된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1 계획을 선회하고, 광주대단지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을 지시한다. 이에 따라 1971년 7월 23일에는 종합적인 성남 도시 계획에
대한 입안 및 시행을 서울시에서 경기도로 변경하고, 광주대단지 사건이 발발한 이
후 내무부와 보건사회부∙서울시∙경기도가 심의 조정을 거쳐 1971년 10월 30일
「성남 도시 기본 계획」을 결정, 건설부가 고시한다(건설부 고시 제385호).

1 대통령 비서실,「광주대단지 지역개발」
, 1971. 7. 15; 류성민,「광주대단지 개발사업」,『성남시사』제2권, 성남시사편찬

위원회, 2004, 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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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3년에 걸친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에서 서
울시가 손을 떼고, 경기도가 사업의 당사자로 발 벗
고 나서게 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1971년 9월 13
일에 원래 광주대단지 사업 지역이었던 광주군 중
부면 일대와 대왕면∙낙생면∙돌마면을 포함시켜
이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성남출장소를 설치하
고, 한 달 뒤에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일부 4076
㎢를 포함하는 13만 2588㎢(4010만 평) 지역에 대한
경기도 성남출장소 개소식을
맞아 관할 구역을 살펴보는 김
태경 전 경기도지사와 공무원
들(1971. 9. 13, 경기도청 언론
담당관실 제공)

도시 기본 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이는 성남시 전
지역에 걸친 최초의 도시 개발 계획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도는 1971년 10월 7일 서울시와 인수인계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남의
개발을 완전히 담당하게 된다.

2. 철거민 이주 단지에서 인구 분산 도시로 사업 방향의 변화
광주대단지 사건 이전부터 청와대 이하의 행정 라인에서는 광주대단지를 철거민
이주 단지가 아닌 인구 분산을 목적으로 한 서울시의 위성도시로 사업 방향을 변화
할 움직임이 포착된다. 공식 문서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은 광주대단지 사건 이
후 9월 초 대통령에게 보고된「성남지역 종합 개발 계획」에서였다. 이 보고서에서
는‘현재의 광주단지를 350만 평에 인구 35만 명 입주 계획으로 과밀 현상을 초래
하여 새로운 슬럼가(빈민가)를 형성할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광주단지를 주변
일대의 종합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단지 내의 고밀도 인구를 분산, 질서 있는 도시
를 조성하고자 종합 개발 계획을 작성하여 보완 중’이라며, 또한‘도시 건설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주민 대책의 일원화를 위하여 광주대단지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
을 독립된 시로 승격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고 있다.2 말하자면 철거민 이
주를 근간으로 한 광주대단지 개발을 지양하고 경기도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이루게 된 것이다.

2「대통령보고서」
, 197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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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수립된 종합 계획에서는 광주대단지를‘성남 도시’로 명칭을 바꾸고, 추
후 성남시로의 발전을 꾀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기본 개발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제시되었다. 첫째, 인구는 50만
명에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자활 도시로 개발한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둘째, 아
담하고 쾌적한 전원주택 도시를 지향하여 주거 지역 29%, 공업 지역 3%, 상업 지역
1%, 녹지 지역 67%로 구분하여 전 지역의 2/3를 녹지로 조성할 계획을 세운다. 셋
째, 서울 생활권을 형성시켜 서울의 근대적 위성도시로 자리매김할 것, 그리고 마
지막으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표준 도시를 방향으로 제시했다.3
광주대단지 및 성남단지 사업의 연도별 투자액

단위 : 천원∙%

투자 실적
사업별

투자 계획
1968

1969

1970

1971

1972. 7

계
투자액

진행률

토지 매입

1,227,034

103,633

114,959

144,442

1,095,299

200,000

1,658,333

9.8

택지 조성

4,214,997

0

257,338

445,787

1,936,444

366,919

3,006,488

43.6

상수도

1,186,730

0

0

36,600

249,526

352,000

638,126

9.2

하수도

1,097,944

0

0

3,724

249,176

143,679

396,579

5.7

포장

500,600

0

0

0

1,155,983

122,673

1,278,656

18.5

단지 진입로

270,000

0

0

0

0

0

0

0

전기 융자

170,000

0

0

35,000

36,519

0

71,519

1.0

65,040

0

5,144

12,800

24,334

0

42,278

0.7

보상

75,497

0

0

6,859

28,553

0

35,412

0.5

영선

252,133

0

0

14,133

25,000

0

39,133

0.6

행정 지원

225,277

0

2,352

13,737

66,415

0

82,504

1.2

사방

0

0

0

0

0

17,800

17,800

0.3

치수

0

0

0

0

194,610

0

194,610

6.1

기타

0

0

0

0

12,963

300,980

313,943

2.8

투자액

9,285,252

103,633

379,793

713,082

5,074,822

1,504,051

7,775,381

진행률

-

1.5

5.5

10.4

60.8

21.8

제 측량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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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① 투자 계획은 1972년 5월에 수립된 내역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1972년의 투자 실적은 7월 말까지의 금액임.
②서울시,「광주대단지건설사업」,1971과경기도성남출장소,「현황보고」,1972를참고로노융희가재작성한것임.
출전 : 노융희,『신도시개발론』,박영사, 1973, 191쪽.

3 조현범,「성남시의 탄생」
,『성남시사』제2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481~4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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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1971년부터 투자 실적도 껑충 뛰어오르는데, 1971년의 성남단지 투자
액은 41억 9704만 9000원으로 전년도 7억 1308만 2000원의 6배에 가까운 것이었다.
1968년부터 1970년까지 3년 동안의 투자액 총 11억 9650만 8000원과 비교해봐도 3
배에 가까운 것이었다. 물론 1972년의 투자 계획에 대비해보면 이조차도 턱없이 부
족한 것이었지만 말이다.

제2절 새로운 주민 구성

1. 철거민의 전출
1972년 3월 27일부터 6월 30일 사이 약 2개월 동안 획기적인 행정 조치로 분양지
에 대한 일제 등록이 이루어졌다. 당시 성남출장소에서는“등록자에게는 분양지 매
매 가계약과 병행하여 등록을 실시하게 하며 등록증을 교부한다”고 계획을 밝혔으
며, 6월 말까지 건축이 완료되지 않을 시 분양을 무효 조치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
다. 이 발표에 따라 총 등록 대상 2만 2827필지 가운데 97%인 2만 2042필지가 등록
됐다. 그중 철거 입주민은 80%가 전매했고 20%만이 분양지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
났다. 비록 이중 분양과 위조 분양증 문제, 그리고 무허가 건물 등 여러 가지 문제점
이 남아 있었지만, 분양지의 대부분이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그 소유권 문제가 해
결되었고, 성남시로 승격되기 위한 조처가 일단락되었다.
이런 분양지 일제 등록의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성남 시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도
이미 성남단지는 철거민 이주 지역이 아니었다. 1970년 광주대단지로 전입해온 인
구의 대부분은 철거민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철거민들은 서울시에 의해 강제적으
로 집단 이주되었으며, 당시 전체 인구의 81.3%를 차지했다.4 그러나 1972년 성남
지역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대단지 사업 지역의 인구가 13만 789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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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를 차지했으며, 이 가운데 원주민은 3.9%, 철거민은 48%, 일반 전입자는
48.1%를 차지하고 있다. 즉 1972년부터는 일반 전입자수가 철거민수를 상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왕면∙낙생면∙돌마면 등 광주대단지 외 지역 인구는 2
만 7659명으로 17.2%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중 원주민은 55%, 철거민은 4.6%, 일
반전입자는 40.4%를 이루고 있다. 대왕면∙낙생면∙돌마면은 광주대단지 조성 사
업 지역은 아니었지만, 김창숙과 ㄜ모란개척단의 모란단지 사건으로 모란 지역에
입주한 입주자일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원주민과 전입자의 비율이 나란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출장소 관할 인구 변화
구분
연도

단위 : 가구∙명∙%

가구수

전년 대비

인구수
인구 증가수

1968

994

6,008

인구 증가율

126

2.14

1969

2,321

15,778

9,770

162.62

1970

14,104

75,105

59,327

376.01

1971

28,891

122,939

58,834

78.34

1972

29,799

137,898

3,959

29.56

1973

34,908

165,001

27,103

19.65

출전 : 류성민,「광주대단지 개발사업」『성남시사』
,
제2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04, 430쪽.

성남 지역 입주자별 가구수와 비율

단위 : 가구∙%, 1972년 현재

원주민

구분

철거민

일반 전입자

계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광주대단지 사업 지역
(중부면)

1,165

3.9

14,293

48.0

14,341

48.1

29,799

광주대단지 사업 외 지역
(대왕면∙낙생면∙돌마면)

2,959

55.0

245

4.6

2,173

40.4

5,377

합계

4,124

11.7

14,538

41.3

16,514

47.0

35,176

출전 : 경기도 성남출장소,「기본현황」,1972.

4『조선일보』1974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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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로도 철거민의 타지 전출은 계속 높아져, 1974년 성남시의 인구 구성을 살
펴보면 원주민 11% 일반 전입자 67.1%인데 반해 철거민은 20.9%에 그쳤다. 철거민
의 인구 구성 비율이 1970년 81.3%, 1972년 41.4%에 비해서 크게 감소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인구수로 보아도 1972년 6만 7613명(세입자 포함)에서 1974년 4만 1987명
으로 감소했다. 집단 이주했던 총 12만 6215명의 철거민 중 66.7%가 다시 서울 등지
로 이주해갔다는 것이다.5
서울시의 광주대단지 조성 목표와 어긋나게 철거민이 광주대단지로 전입했다가
타지로 전출했던 이유는6 서울시가 주거 및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해주지 못해 극
단적인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로의 도로와 교통도 제대로 확
충되지 않아 서울로의 접근도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고 살 길을 찾을 수 없었
던 철거민들은 분양증을 팔고 광주대단지에서 이탈해 다시 서울 등지로 빠져나갔
던 것이다. 물론 서울시는 1960년대 정착지 조성 사업에서도 철거민들이 분양증을
매각하고 서울 도심 무허가 건물 지대로 돌아온 전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등록 제도를 이용했다. 철거를 시킨 후 주민등록을 서울 각 구
청에서 광주군 성남출장소로 보내 그곳에서 등록을 하고 6개월 이내로는 타지로 전
출을 못하도록 한 것이다.7 그러나‘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상태의 광주대단지 철
거민들에게 주민등록 이전을 제한한 서울시의 방안은 무기력한 것이었다.
오히려 철거민들의 전출을 실질적으로 막았던 것은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 지대
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철거였다. 김현옥 시장의 후임으로 1970년 4월에 부임한
양택식 시장은 부임한지 약 2개월 후인 1970년 6월 20일에 각 구청 및 동사무소 직
원과 파출소 순경들을 동원하여 시내의 무허가 건물을 일제 조사했다. 그 결과 정
착지∙시민아파트∙광주대단지로 이주시킨 철거민들이 분양증을 매각하고 무허
가 건물 지대로 되돌아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양택식 시장은 신규 무허가
건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사무소∙파출소∙구청 담당 직원들을 징계한다고 엄포

5 이유경,「성남시의 인구이동 및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12~14쪽.
6 김수현,「지역개발 계획, 모란단지와 광주대단지」
,『성남시사』제6권 제1편 제2장, 성남시사편찬위원회, 2014.
7 주민등록제도를 이용하여 철거민들을 광주대단지에 묶어두려고 했던 정권의 의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거주

의 자유’를 분명히 위배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권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철거민들이 반발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것은 1968년이었고, 무허가 건물 지대에 살고 있던 도시 영세민의 90%이상이 등
록을 해있는 상태였다는 점, 그리고 당시의 강력한 안보 이데올로기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추측하건데 이 제도
의 악용을 문제 삼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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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놓는 한편, 순찰대와 철거반을 운영, 항공사진
촬영을 통해 신규 발생 무허가 건물 색출 작업을 실
시하는 등 서울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무허가
건물 지대 철거에 나섰다.8 이로 인해 1970년부터는
광주대단지에 이주한 철거민들도 서울로 되돌아가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산다는 것이 점차 어려워졌다.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직후 주민들은 절망적이
었지만 단지에서 쉽게 이탈하기 어려웠음을 증언했
절망적이었지만 다른 대안이
없었던 대단지 철거 입주민
(1971,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제공)

다. 서울에서 철거당해 대단지에 입주한 한 철거민
은“이 단지의 경우 다른 어느 경우보다 성적이 좋
은 편”이라며“이곳을 버리고 다시 서울로 잠입하려 해도 발붙일 곳이 없기 때문”
에 이탈을 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9“지긋지긋한 이곳으로부터 도망을 가야겠는
데 갈 데가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푸념도 들을 수 있었다.10
남은 철거민들이 어려운 생활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으며, 대단지에 공장이 유치되면 노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기
대 때문이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광주대단지에 공업단지를 유치하기로 계획하고
있었고, 택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닦는 데에는 건설 인력이 필요해 건설 노동 시장
에 기대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단지 안에 남은 철거민들은 정지 작업
이나 공장∙주택 건설 작업에 참여하도록 해달라고 시 정부에 진정하는 등의 항의
를 벌이기도 했다. 시 정부는 이들의 요구에 철거민들에 한해 일주일에 세 번 일용
노동을 할 수 있도록 취로증取�證을 발급해주기도 했다.11

2. 이주민 전입의 증가
이에 반해 일반 입주자의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해서 사실상 1970년대 중반에 이

8 손정목,「주택」
,『서울600년사』제6권,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1996, 1027~1030쪽.
9 신상웅,「르뽀 광주대단지」
,『창조』10월호, 1971, 124쪽.
10 박태순,「르뽀 광주단지 4박5일」
,『월간중앙』10월호, 중앙일보사, 1971, 268쪽.
11『조선일보』1970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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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단지 주민들의 생활상
을 엿볼 수 있는 성호시장(1971
년 추정)

르면 성남 지역의 인구 3명 중 2명은 일반 전입자였다. 입주자들은 주로 이농민들
로 서울이나 수도권 등지에 거주하다가 이주해온 사람들이었다. 성남 지역으로 전
입한 인구의 이주 요인에 대한 1975년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집 가격이 싸기 때문
에’가 23.3%로 가장 높았고,‘자녀들의 취학 또는 교육 문제 때문에’가 17.1%,‘직
장을 구하기 위하여’가 17.0%,‘직장과의 교통 문제 또는 전근 때문에’가 12.9%를
차지했다.12
입주자들 가운데에는 현금을 보유하고 철거민들의 분양증을 전매한 전매 입주자
들도 있었지만, 모두가 자산가는 아니었다. 서울 도심이나 외곽의 무허가 건물에
세를 들어 살거나 노숙을 하면서, 말 그대로 무일푼인 채 단지로 입주한 세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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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었다. 이들은 철거민들처럼 20평의 땅도 분양받지 못했으며,‘무단 입주자’가
되어 정지 작업이 진행되지도 않은 단지 내 산비탈에 천막을 치거나 판잣집을 짓는
등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살았다. 무단 입주자들의 거주 상태는 상당히 불량했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면 집이 마구 흔들리다 못해 날아갈 정도였고,13 경제적 빈곤 수준
도 철거민보다 못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들의 요구에 따라 입주 초기에는
8~10평을 분양해주기도 했고, 입주 후기로 갈수록 분양을 꺼려해 세 가구당 20평의
땅을 분양해주기도 했다.
사실상 전매 입주자나 무단 입주자들을 통틀어 대다수의 일반 입주자들도 철거
민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극빈한 처지였다. 이들은 대개 땅을 구입하거나 무허가
집을 지으면서 그나마 가져온 돈을 거의 다 쓴 상태여서 이미 입주해있던 철거민들
과 같이 일용 노동을 하거나, 노점을 차리고 장사를 했다. 여윳돈이 있는 사람들은
시장 상가를 분양받아 점포를 내고 생계를 꾸렸지만 이조차도 매우 영세한 것이었
기 때문에 이들을 철거민들과 다른 계급이나 계층으로 볼 수는 없다.
1972년 성남단지의 산업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1차산업이 8.5%, 2차산업이
3.2%, 3차산업이 88.3%로 구성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2차산업 종사자가 거의
없이 10명 중 9명꼴로 3차산업에 종사하는 비정상적인 분포를 나타냈던 것이다. 성
남단지 전 지역에서 3차산업에 종사하는 가구 중 79.4%는 단순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고정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3차산업 취업 인구는 20.6%에 불과할
뿐이었다. 특히 광주대단지 사업 지역 거주민의 경우에는 1차산업이 1.3%, 2차산업
이 3.4%, 3차산업이 95.3%를 차지하는 등 3차산업 위주의 기형적인 산업 구조를 나
타내고 있다.14 이처럼 3차산업 취업 인구가 높은 비율을 구성하게 된 원인은 1969
년 이후 이주해온 전입 인구의 상당수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영세 노동자로 구성되
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불안정하지만 노동 시장에 진출하여 임시 노동을 했
고, 그 조차도 없을 때에는 행상이나 날품팔이 등의 영세한 자영업에 종사했다.

12 이유경,「성남시의 인구이동 및 인구구조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5. 이유경은 성남시 승

격 이후에 성남시 내 4개 중학교 학부모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다. 이 설문 조사의 결과‘자녀들의 취학
또는 교육 문제 때문에’라는 전입 요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성남시의 교육 여건이 좋았다기보다는 설문 조사
대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남시에 대한 불만 요인을 묻는 설문에서“자녀들의 취학 또는 교육 문제에 대
한 불만”이 49.1%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13 김상운,「광주대단지 철거민들의 애환」
,『신동아』3월호, 동아일보사, 1978, 530쪽.
14 경기도 성남출장소,「기본현황」
,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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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들의 소득 수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총 3만 5176가구 중 48.3%가 월
소득 1만 원 미만의 극히 낮은 소득을 보였고, 38.8%가 1~2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이
었으며, 월 소득 2만 원 이상의 가구는 전체 가구의 불과 12.9%에 지나지 않아 그해
전국 도시 노동자의 가구당 월 소득 4만 3120원15과 비교해 볼 때 극히 낮은 소득 현
상을 보여주었다. 성남 지역으로 이주해온 많은 입주자가 서울에 생활 기반을 두었
던 영세민들로 그 상당수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단순 노무자 및 실업자였기 때문에
소득은 극히 낮았는데, 이들이 이주해온 성남단지 내 공장 유치 사업 계획이 제대
로 시행되지 않아 이들 단순 노무자 및 실업자들에 대한 취업 기회가 충분히 제공
되지 못한 데 기인한다. 1972년 공장의 유치 계획은 72개였으나 실제 49개 공장만
이 유치되었고, 그나마 가동된 공장은 28개뿐이었다. 취업 인원도 1만 3857명을 계
획했으나 실제 취업 인원은 4651명에 불과했다.

제3절 차별과 배제 속에서 시민 의식의 정체

1. 차별과 배제의 경험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은 철거민 이주 단지 건설을 목표로 1968년 5월부터 광주대
단지 사건이 일어나는 1971년 8월까지 지속되다가 결국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
사업은 성남시의 탄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 초기 주민들
의 정체성과 시민 의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철거민들을 대상으로 겨우 20평의
택지만을 분양함으로써 영세민들의 거주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물리적 한계를 주
었고, 생활을 넘어 생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 등 공간적∙

15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한국통계연감』제20호, 1973, 2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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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경제적 빈곤을 재생산하게 만들었다. 주민들은 서울시로의
물리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가운데 공업단지 조성 및 공장 유치가 늦어짐에 따라
생활난에 시달려야 했고, 급증하는 인구에 대비해 학교∙상수도∙전기 등 생활 기
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를 견뎌야 했다.
게다가 광주대단지 사건은 대단지의 참상을 상세하게 알리는 계기와 함께 대단
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산해내었다. 사건 직후인 1971년 8월 11일과 12일
양일에 걸쳐 각종 언론들은 이 사건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사건의 원인으로는 광주대단지의‘처참한 상황’을 꼽으면서도, 사건의 전개 과정
에서 있었던 주민들의‘폭력’행사를 상세히 보도했다. 언론은‘무법천지’를 사건
의‘대명사’로 붙였고, 줄거리는‘흥분한 청년들이 분별없이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채웠다. 광주대단지 사건에 대한 이러한 입장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공식
적으로 확정되었다. 당시 국무총리였던 김종필은 9월 14일에 열린 국회 안보 질의
대정부 질문 때 대단지 사건을‘난동’이라고 규정한다.
특히 언론과 정권이 이 사건을‘폭동’으로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광주대
단지 주민들과 같은 도시 빈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영향을 주었다.‘이곳 사람
은 저녁때 싸우면 그 이튿날까지 간다’,‘반사회성이 농후한 주민들이 생활은 어려
운데 분양 계획을 추진하니 터질 것은 불을 보듯 환한 일’16 등 광주대단지 사람들
의 성격이 난폭하고 반사회적이라는 시각이다. 이런 주장에는 다른 지역보다 높은
폭력이나 절도, 사기 사건 등이 좋은 근거 역할을 했다. 당시 국회 입법 조사관인 이
상민이 제출한 보고서에서도‘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기 힘든 불량하고 불미스런 도
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광주대단지가‘사회 불안 요소’라는 인식을 강하게
드러냈다.17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성남 지역에는 일반 전입자의 비율이 철거민의 비
율보다 높은데도 불구하고, 광주대단지 건설 과정이 낳은 문제점과 광주대단지 사
건을 둘러싼 국가와 언론의 시선은 성남을‘철거민의 도시’,‘영세민 거주지’,‘범
죄자들의 도시’라는 이미지로 만들었다. 그 결과 주민들은 사회로부터 차별과 배제
를 경험하게 되었다. 심지어 1980년대까지도 성남이 도둑과 사고가 많은 지역이라

16『조선일보』1971년 8월 12일.
17 이상민,「빈민집단의 사회정책적 성격」
,『정경연구』10월호, 한국정경연구소,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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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입견이 남아 있어 서울의 기업체들은 성남
시민을 받아주지 않았으며,18 실제로 이력서에
주소를 성남시로 쓰면 취업이 잘 되지 않았다.19
이런 차별의 경험은 1990년대까지도 지속되
었고,20주민들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였다. 주민들의 언어에서 공무원
들은‘높은 분’이나‘위’로 표현되었고, 행정
처리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철거민이나 영세민
이라며 깔보고 무시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
가 많았다.21 언론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인식을
보였는데,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취재를 위해
지역을 찾은 기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었다.22 국가에 대한 주민들
의 인식은‘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강
압적∙억압적으로 일을 처리했으며’
,23‘우리
편’
은 확실히 아니었다. 국가는 삶의 터전을 철
거로 빼앗고, 가짜 선전으로 주민들을‘속이면
서’,세금이나 걷어가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차
별과 배제의 경험은 어느 지역에서나 도시 빈민
들에게 일반적인 것이었지만, 성남 지역은 도시
빈민 지역의‘대명사’이자 광주대단지 사건을
일으킨‘폭도’들로 알려짐에 따라 가장 극심한
차별과 배제를 집단적으로 경험했다.

8∙10광주대단지 사건을 무법
천지로 묘사한 신문 기사(『한
국일보』1971년 8월 11일)

18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성남지역실태와 노동운동』
, 민중사, 1989, 9쪽.
19 하동근 구술 2011. 6. 2, 국사편찬위원회 2011년 구술자료수집사업 녹취록(책임연구원 : 임미리).
20 임미리,「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기억과 전망』28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3, 76쪽.
21 김상운,「광주대단지 철거민들의 애환」
,『신동아』3월호, 동아일보사, 1978, 522~532쪽.
22 이상민,「빈민집단의 사회정책적 성격」
,『정경연구』10월호, 한국정경연구소, 1971, 131쪽.
23 박태순,「르뽀 광주단지 4박5일」
,『월간중앙』10월호, 중앙일보사, 1971, 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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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민 의식 성장의 걸림돌
광주대단지의 유산과 성남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차별과 배제의 경험은 성
남시가 시로 승격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성남 시민들의 시민 의식과 지역 정체성 및
애향심의 형성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다. 다음은 1970년대 성남시를 배경으로 한
윤흥길의 소설『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의 한 장면이다.
“성남에 오신 지는 얼마나 되세요?”
“아직 채 일 년도 안 지냈습니다. 전에 사건이 났을 때 신문을 보고야 비로소 거기가 어떤
데란 걸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하고 인연을 맺게 되리라곤 꿈에조차 생각 못하고 있
었지요. 허지만 사람이 살다보이 우연이란 것이 ……”
“선생님 나빠요!”
“네?”
“제가 듣기엔 방금 선생님은 마치 성남에 사시는 걸 몹시 부끄러워하시는 것처럼 말씀하
셨어요.”
“아가씨 얘긴 성남 사는 게 매우 자랑스럽다는 듯이 들리는 군요.”
“그래요. 전 자랑스러워요. 누구한테나 제가 성남 사람이란 걸 떳떳이 내세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저희 집안은 오랫동안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고향도 없이 살아왔어요. 그랬
는데 인젠 제게두 고향이란 게 생긴 셈이에요. 그 고향이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든, 또 누가
만들어준 것이든 저는 상관 안 해요. 그저 유행가 가사 말마따나 아무데나 정들면 고향이
라구 믿구 싶어요. 그래서 아마 남보다 성남땅을 소중스럽게 아나봐요.”
“……”
…… 퍽이나 보기 드문 애였다. 성남으로 이주한 후 박은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과 직접 간
접으로 대면해왔다. 하지만 자기 거주지에 대해 그처럼 애착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는 미스
정이 처음이었다. 마치 성남시 대변인이라도 된 듯한 기세로 그녀는 성남의 발전상을 낱낱
이 소개하는 것이었다.24

‘미스 정’은 성남에서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서울의 작은 출판사에 다니는 화
이트칼라‘박’을 비판한다.‘박’이 성남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지 못하고 시
민 정체성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미스 정’도 잠시 후 지금까지 성남을 사랑
한다고 말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며, 자신도 다시 서울특별시민이 되는 것이 소원이

24 윤흥길,『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 문학과지성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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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고백한다. 이 소설의 등장인물‘박’과‘미스 정’은 1970년대 성남
시민들의‘지역민으로서의’의식을 대변한다. 1973년 시 승격 이후에
도 성남시는 광주대단지의 이미지를 지우지 못했고, 성남 시민들은 차
별과 배제의 경험으로 인해 성남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지 못했
다.
1970년대 중반 성남 주민들 사이에서는 성남으로의 이주 시기가 개
인의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데 매우 중요했다. 왜냐하면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은 철거민들과 구분되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성남에 거주한다는 것을 가급적 알리려고 하지 않았고,
혹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면 굳이 언제 이사 왔다며 전입 시기를 버릇
처럼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성남은 전국에서 모인 주민들이 단합하지

광주대단지를 배경으로 한 윤
흥길의 소설『아홉 켤레의 구
두로 남은 사내』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한국의 아메리카 합중국’25이라는 또 다른
부정적인 도시 정체성을 떠안게 됐다. 즉 성남에 관한 부정적인 공간 이미지와 성
남 주민들의 이질적인 사회관계가 서로를 악화 재생산하는 과정이 되풀이되었던
것이었다.26
그『한강』읽어 보셨어요? 거기 보면 성남이 형성되게 된 배경이 나와 있어요. 완전히 서울
의 철거민. 서울서도 정말 왜 지방에 못 살아 서울에 올라 와서 달동네 살다가 거기서도 밀
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데가 성남이었대요. 나도 들었는데 성남이 70년대만 해도
진짜 달동네 사람 아니면 서울에 살다가 사업 완전히 쫄딱 망해서 이런 사람만 산다고. 그
래서 파출부, 일용 근로자는 모조리 성남 사람이다, 그런 얘기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성남
이라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무조건 파출부 출신, 찢어지게 가난한. 이래서 사람들이 성
남 산다고 안 그런데요(최예린 인터뷰).27
지금도 구시가지 사람들은 잘 안 하지. 분당 사람들은 성남에서 왔다고 안 하고 분당에서
왔다고 하고. 성남이라는 도시 이미지는 아직도 살아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년차 성남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남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적어도 성남

25 박봉휘,「78년 우리 시의 시정 방침」
,『도시문제』13권 4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8, 55쪽.
26 박지환,「분당 신도시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 계급-공간의 사회문화적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38집 1

호, 한국문화인류학회, 2005, 93쪽.
27 박지환,「분당 신도시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 공간과 계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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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15년 이상 살았던 사람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지 상에 손해를 본
다는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일정 지역의 공간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네
공간 안에서 일어난 얘기를 화제로 해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공간 정체성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 없거든요.28

성남YMCA가 1989년 10월에 성남 지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60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에서도‘앞으로 성남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4.7%가
‘꼭 떠나겠다’,52.5%가‘기회가 있으면 떠나겠다’고 대답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성남시 거주에 만족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29 1980년대 말까지도 성남 주민들
은 사는 곳을 물어도 좀처럼‘성남에 산다’고 대답하지 않았다. 즉 성남 주민들에게
광주대단지의 기억과 경험은 성남 시민으로서의 귀속감을 제공하는 공통된 역사적
경험이 아니라, 대화의 화제로도 올릴 수 없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오점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3. 연대감의 공유
성남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지역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시
민 의식을 키운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주민들 사이에 친화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
다. 성남단지 안의 주민들은 영세민들이었지만 공동생활과 경험을 기반으로 연대감
과 공동체 의식을 싹틔우고 있었다.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당시 15만여 명으로 추
산되는 대단지 인구 중 5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건 당일 집회 장소에 모였다.
대단지 거의 모든 가구에서 1명 이상씩 참여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가난한 사람 마음은 가난한 사람만이 안다’는 식의
동질감이 있었다. 이런 동질감은 단지 정서적 유대에만 그치지 않았다. 광주대단지
주민들은 사건 이전에도 단지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생계를 이어 나가기 위해 서로
에게 의지했다.

28 박지환,「분당 신도시의 사회적 생산과 구성 : 공간과 계급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3쪽.
29 성남YMCA시민회,『성남시 현실과 시민의식 : 성남 시민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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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민과 철거이주민이 어깨
를 함께한 8.10광주대단지 시
위(1971)

그런데 동네가 생긴 지 반년쯤 되는 이때에 첫 초상이 났다. 군에서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최정길씨의 부인이 긴 병고 끝에 사망한 것이었다. 아낙들은 내 혈육이 죽은 것처럼 슬퍼
하며 한 푼씩 돈을 모아 수의를 만들었다. 남정네들은 모닥불을 피워 밤을 새우며 장례 준
비를 했다. 약 한 첩 못 써보고 가버린 꽃 같은 청춘이 가엾고 아깝다고들 했으나 어떻게 손
써볼 힘이 없었던 것이다.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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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두레나 계 전통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협동은 어디에서나 일어났다.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성남단지라는 집단적
공간에서 주민들은 자신들만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자조적이고 호혜적인
공동체를 형성했다. 13도에서 모인 광주
대단지 주민들은 출신지별 친목회나 조
직체를 통해 서로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
는 여지가 매우 많았다.31 서울시에서 함
께 거주하던 철거민들은 그들 나름의 공
동체를 형성했는데, 서울시는 한 구역을
한꺼번에 철거하고 그 구역에 살던 철거
민들을 함께 이주시켰으며 이들은 단지
안에서도 멀지 않은 거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컨대 철도청에서 서울역이나 용산역 등
지의 무허가 건물 지대를 철거해 중부면 탄리에 집단
분양하는 식이었음)

서울시에서부터 지속해

온 공동체성을 유지했다.32
철거민이 아닌 일반 입주자들의 경우에
도 몇 가지 이유에서 집단적 친화성을 띠
며 연대감을 키워나갔다. 먼저 이농민들
은 친척이나 친구, 이웃과 같은 매개자를
통해 도시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
남단지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었다.‘이
주-매개’의 관계를 통해 주거 지역을 선
택하고 각종 정보를 습득하여 일자리를

30 김상운,「광주대단지 철거민들의 애환」
,『신동아』3월호, 동아일보사, 1978, 530쪽.
31 박태순,「르뽀 광주단지 4박5일」
『월간중앙』
,
10월호, 중앙일보사, 1971, 281쪽.
32 임미리,「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해석-투쟁 주체와 결과를 중심으로」
,『기억과 전망』통권 26호, 민주화운동기

념사업회, 2012, 246~249쪽;『조선일보』1970년 1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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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등 이주 과정에서의 사회적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33 그래서
근린 의식이 대단히 희박한 일반적인 도시민들과는 다르게 빈민 지역 주민의 근린
의식은 대단히 강했다.34 물론 이들 관계가 의존적이고 호혜적이었다고만은 얘기할
수 없다. 친구∙친척∙이웃 간의 관계에서는 불화와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
한 갈등은 주로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지만, 대부분은 원만히 해결되는 편이
었다. 그 이유는 친척간의 관계에서는 이주자들이 고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
며, 이웃이나 친구 간의 관계에서는 지역에‘안 좋은’소문이 돌게 되면 사회적 관
계에서 배제되어 정보를 취득하거나 취업을 알선 받는 데도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오기 때문이었다.35 이는 1970년대 초반 성남단지를 그린 르포 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저녁에 미애 아빠가 청해 갔더니 후라이팬에 돼지껍데기를 그득하게 볶아놓고 막걸리를
권했다. 그는 집짓는 일을 맡았는데, 나보고 같이 나가서 조수 노릇을 하라는 거였다.
“내가 하니까 벌써 일손을 잡은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직 어림도 없지.”
그는 허허 웃으며 은근히 자기 실력을 과시했다. 나도 같이 따라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내일부터는 돈을 번다. 히힛, 품삯을 받으면 우선 돼지껍데기를 여러 근 사서 후라이팬에
지글지글 볶아 아내와 아이들과 둘러앉아 푸짐하게 먹자.’히죽히죽 웃고 들어오는 나를
보고 아내가 이상한 듯 쳐다봤다.
“뭐, 좋은 일이라도 생겼어요?”
“응, 내일부터 돈을 버는 거야. 미애 아빠가 나부터 데리고 간댔어. 히히 ……”
나도 멋쩍게 웃으며 자기과시를 잊지 않았다. 아내의 얼굴에도 화색이 번져갔다. …… 이
튿날부터 일터에 나가 벽돌, 모래, 시멘트를 날랐다. 오후에는 기진맥진했으나 이를 악물
었다. 일 잘 한다는 소문이 나야 계속 붙어 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36

이처럼 아주 짧은 시간의‘동질감’은 아주 오래된 습관과 같은 것이었으며, 광주
대단지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공통의 경험이 이 동질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광주대단지의 전성천 목사는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한 기자와의 인

33 정자환,「서울 사당2동 지역의 도시화 과정」
,『성심여자대학교 논문집』, 13권 1호, 성심여자대학교, 1982; 조옥라,

「도시빈민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지역운동」,『현상과 인식』통권 42호,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88.
34 김영모,「빈민지역의 사회 : 생태학적 고찰」
,『도시문제』6권 9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71, 29쪽.
35 조은∙조옥라,『도시빈민의 삶과 공간 : 사당동 재개발지역 현장연구』
,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119쪽.
36 김상운,「광주대단지 철거민들의 애환」
,『신동아』3월호, 동아일보사, 1978, 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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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에서 이‘동질감’의 특성을,“첫째, 대단지 주민의 반 이상이 서울시 판자촌의
철거민들로서 서울시가 쓰레기를 차에 실어 내다버리다시피 한 데다 경기도로부터
귀찮은 손님으로 눈치까지 받아가며 이주해온 영세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둘
째, 모두가 못산다는 의식 구조로 인해 단지 내 주민들 간에 열등의식이 없어 단결
이 잘된다는 점, 셋째, 각자가 나도 노력만 한다면 도시의 부자만큼 잘 살수 있다는
강한 집념으로 새로운 터전에서 재기하려는 욕망이 강하다는 점”등으로 꼽았다.37
따라서 광주대단지 안의 사회적 관계가 분열되고 파편화된 것이었다고 보는 것에
는 무리가 있다. 주민들은 성남 단지 안에서 나름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공동체적
연대감을 형성하고 있었고, 이것은 성남시의 발전과 함께 시민 의식으로 천천히 성
장해나갔다.

37 박기정,「르뽀 광주대단지」
,『신동아』10월호, 동아일보사, 1971, 1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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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의 분리와 시 승격

최문수 | LH토지주택공사

제1절 도시 형성과 성남시의 생성 과정

1. 도시의 형성
일반적으로 도시의 생성 과정은 인간 문화 정립 초기, 사냥과 채집 활동 등 먹거
리를 구하기 위한 이동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사냥과 채집 활동으로는 2.56㎢
당 약 6명 정도의 먹거리 수요만을 충당할 수 있었기에 당연히 혈연을 축으로 군집
사회를 이루며 생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계절적 한계와 지역∙공간적 제
한이 수반되는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토지의 개념은 점취占取1된 단계로 인간은 점
취자로서의 사회적 존재일 뿐이었다.
그러나 식물의 씨앗이나 열매, 혹은 야생의 곡물 등을 식재료로 이용하는 것이 수
렵이나 어로를 통해 육류를 취하는 것보다 비중이 커지면서 땅에 대한 소중함이 새
롭게 지각되었고, 집단적 점거占據2에 의한 공동체 관념이 성숙됐다. 인간의 삶의 방
식이 이동에서 정주 성향으로 변화되었으며, 군집 사회 성원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수효도 급증하였다. 또한 생산 잉여물이 발생하여 사회적 편재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토지는 점거물이란 의식이 태동하였고, 점차 읍락을 형성하게 된다.
잉여 농산물의 대가로 사회 활동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유한계급(정치, 종교, 군사, 상
공, 문화 활동 등)이

형성되어 지배층을 이루었고, 이들은 가능한 넓은 지역과 분업에

따른 교환을 가질 수 있도록 중심부에 거주하면서 일정 지역의 정치∙경제∙문화
상의 중추 역할을 하며 비 농업적 생활을 특색으로 하는 취락이 형성된다. 또한 하
천과 도로 등 교통의 요지를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여 농업뿐만이 아닌 공업과 상
업 활동에 종사하며 얻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취락이 형성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구가 증가하고 시설이 만들어지는 등 문화적∙사회적 기반 등을 구축해 나가며
행정 구역으로 구획되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도시 형성 과정이다.
또 하나의 도시 형성 방식은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이나 국가 전략상 인위적 집단

1 차지하여 제 것으로 만듦.
2 어떤 장소를 차지하여 자리를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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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를 통해 도시가 생성되는 과정이 있다. 즉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한 도시가 아
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를 말한다. 기존의 대도시 의
존적인 도시나 대규모 주택 단지를 신도시에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
서의 신도시는 생산∙유통∙소비의 기능을 고루 갖춘 경제적 독립 도시(자족 도시)를
뜻한다. 따라서 영국의 전통적인 신도시와 같이 자립적인 기능을 가진 신도시가 이
에 해당된다.3

2. 농촌에서 도시로의 변화
이 글에서는 성남시의 현재 모습이 가지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남시가 탄생되기까지의 생성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도별 인구 변화뿐만 아니라 인근 타 시∙도의 인구 변화와 비교할 것
이며, 산업 구조의 변화 추이를 살필 것이다. 또한 행정 구역 변화 추이와 내용을 분
석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경기도 안성시나 이천시와 같이 일반적인 도시는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시가 형성된다. 이천시는 1996년, 안성시는 1998년에 각각 시로 승격되었다. 반
면 성남시의 경우에는 이천시나 안성시보다도 도시의 형성 요건이 미비한 상태로
유지되다가 1969년부터 갑자기 인구가 급증하는 특이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자연
도시의 생성이 아닌 인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즉 성
남의 도시화는 광주대단지 개발 사업의 결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계획적
개발의 내용이다. 불완전한 계획과 단순한 인구 증가에 따른 시의 승격은 시 행정
을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계획하기보다는 필연적으로 도시 문제를 치유하는데 모
든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3 네이버 지식백과(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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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안성시∙이천시의 인구수 변화
인구수

구분
연도

단위 : 명

비고

성남시

안성시

이천시

1961

30,163

103,185

107,541

1962

26,268

-

-

1963

26,726

-

-

1964

26,832

-

-

1965

27,078

-

116,798

1966

27,010

144,330

-

1967

26,607

142,287

-

1968

26,573

-

-

1969

36,233

-

-

1970

96,989

-

104,101

1971

159,275

-

-

1972

165,557

-

-

1973

190,580

-

-

1974

227,178

-

-

1975

272,329

-

113,634

1976

284,946

-

-

1977

307,668

-

-

1978

324,064

-

-

1979

345,314

131,147

-

1980

376,447

128,023

110,168

1981

388,202

129,350

-

1982

405,875

126,012

-

1983

416,876

125,372

-

1984

434,078

125,231

-

1985

447,839

121,791

124,872

1986

456,529

122,273

134,092

1987

491,577

122,415

137,589

1988

514,824

-

143,025

1989

530,730

-

148,983

1990

540,764

-

148,600

1991

558,262

-

142,454

1992

645,793

120,450

147,660

1993

730,715

120,989

148,340

1994

801,646

122,448

151,235

성남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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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구분
연도

안성시

이천시

1995

888,844

124,897

156,202

1996

917,448

123,316

161,243

1997

926,832

128,874

171,977

1998

924,383

130,525

176,097

1999

924,812

132,832

181,121

2000

928,196

137,643

184,491

2001

937,780

142,799

188,367

2002

946,445

149,233

189,526

2003

970,470

153,937

190,753

2004

986,170

156,839

190,808

2005

992,758

160,061

192,271

2006

977,627

159,665

194,369

비고 : 외국인 세대는 1998년부터 적용함.
출전 : ①1961�1967 : 경기도,「성남 도시 기본 계획」,1971, 113쪽.
②1968�1972 : 경기도,「성남 도시 기본 계획」,1984, 33쪽.
③1973�2002 : 성남시,『성남통계연보』,2003, 76쪽.

성남시∙안성시∙이천시의 연
도별 인구 변화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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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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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승격

안성시 승격

한편 산업별 변화는 1967년까지 전국적으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듯이 이농 현상
의 발생으로 농촌 인구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농가 비율은 89.7%에서 91.5%로 약
간 높아졌다. 그러나 1971년에는 1967년 대비 인구수가 6배 이상 급증하면서 급격
한 반전을 보여 농가와 비농가의 비율이 1967년의 약 9대 1에서 1971년에는 약 1대
9로 정반대가 되었다. 이것이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은, 늘어난 인구의 절대 다수
가 비농업인들로 지역 내의 2차∙3차 산업의 활성화로 인해 유입이 되었다는 것이
다. 다만 이러한 인구 유입이 정상적인 취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
문 부호가 남는다.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은 불편한 교통과 열악한 주거 환경 등 악조건 속에서 서울
로 출∙퇴근해야 하는 다소 무모한 계획이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
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었다.
시 승격 전후 인구수와 산업 구조의 변화
연도

단위 : 명∙%∙개

1964

1967

1971

1973

1974

전체 인구

25,961

25,795

159,275

165,557

190,580

취업 인구

13,394

12,646

32,410

44,685

55,849

취업률

47.7

49.0

60.3

79.1

87.1

농가 비율

89.7

91.5

9.0

8.4

7.5

비농가 비율

10.3

8.5

91.0

90.6

92.5

공장수

-

-

50

80

107

가동 공장수

-

-

8

53

71

가동률

-

-

14.3

66.0

66.7

구분

3. 행정 구역의 변천과 광주대단지
1) 근대 이후의 행정 구역 변천
일제강점기인 1913년 12월 광주군 군내면 소속의 산성리∙검복리∙불당리∙오
전리∙광지원리∙용미리∙상산곡리 등 7개 리와 훗날 돌마면에 편입되는 하대원
리를 제외한 세촌면의 단대리∙상대원리∙수진리∙복정리∙창곡리∙탄리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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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관할하는 광주군 중부면이 신설되었다.
해방 후인 1946년 3월 3일에는 중부면의 중앙에
남한산성 준령이 있는 관계로 불편한 주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단대리∙상대원리∙수진
리∙복정리∙창곡리∙탄리 등 6개 리를 다시 분리
하여 이를 관할하는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가 설
치되었다. 이어 1964년에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로
승격되었다가 1971년 9월 13일 경기도 직할 성남출
장소로 승격되었다.
1971년 10월 14일에는 서울시의 주택 단지 사업을
경기도에서 인수하여 단지 이름을 광주대단지에서
성남단지로 바꾸고 돌마면과 대왕면의 9개 리, 낙생
면의 3개 리를 통합하여 관할하였으며, 그해 10월
30일에 장기 종합 도시 기본 계획인「성남 도시 기본
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
마침내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하여
독립된 시로서의 성남시가 탄생되었다. 1989년 4월
27일에는 분당 신도시 건설이 발표되었고, 5월에는
구區제 실시에 따라 수정구와 중원구를 설치하였으
며, 1991년 9월에는 분당구가 설치되었다. 이어
1996년 법정동 간 경계 조정과 행정동의 분동을 통
해 오늘날의 3개 구 44개 동이 형성되었고, 2000년
에는 행정동의 명칭을 대폭 변경하였다.

2) 광주대단지 조성과 입주 현실
일제강점기의 광주군 중부면
구역(1913)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
당시의 구역(1946)
현재의 성남시 구역(2014)

광주대단지의 사정은 매우 열악했다. 기반 시설은
커녕 마실 물과 머무를 집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마치 수용소에 갇힌 피난민과
같았다. 당시의 처참한 상황은 신문 기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여름철에 난 기사들
은 주로 각종 전염병 등 질병이 발생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 문제와 태부족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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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조건의 광주대단지
(1971. 9. 9, 경기도청 언론담당
관실 제공)

시설을 거론했고, 겨울철 기사들은 월동 대책이 전혀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식수난이나 교통난 등 기초적인 생활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자주 거론
되었다. 무엇보다도 생계 자체가 어려운 현실이 언론의 주된 비판이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계속 철거민들을 광주대단지로 실어 날랐다.4
‘7천 철거민 걱정 태산’
서울시가 40만 철거민을 이주시키기 위해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에 건설 중인 광주 위성도
시 지구는 택지 매입도 제대로 못한 데다 위생 시설 하나 없이 7천 철거민을 천막, 판잣집
등에 가수용해 장마철을 맞은 요즈음 철거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2일 경기도에 의하면, 서울시 당국은 지난 20일 현재 서울시의 일반 철거민 48세대 154명,
철도 철거민 1205세대 5996명 등 9150명의 철거민을 광주 위성도시에 이주, 천막 277개, 판
자집 215동 등에 가수용시켰으나 위생 시설은 12개의 공동우물 및 12개의 공동변소뿐으로
철거민들은 장마철에 접어든 요즈음 각종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경기도에서 보낸 공
의公醫 1명이 진찰을 담당하고 있어 이들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실정에 대해 도 당국은 적어도 공동 우물 60개소(20세대에 1개소)와 공동변소 60
개가 필요하다고 지적, 서울시 당국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5

4 성남시사편찬위원회,『성남시사』제2권, 2004, 404쪽.
5『서울신문』1969년 7월 22일; 성남시사편찬위원회,『성남시사』
, 제2권, 2004, 4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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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1971년 8월 11일,
7면 기사.

4. 1970년대의 주요 시정市政6
1) 초기의 주요 시정
1970년대 성남출장소의 주요 시정은 서울시의 철거 이주민과 이농에 따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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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전입으로 인해 인구는 급증했지만 도시 기반 시설은 전무하고 무질서한 상태로
기반 시설의 정비와 영세민에 대한 일자리, 생활 대책이 급선무였다. 1970년대의
전반적인 주택 상황을 살펴보면 무허가 건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 곽광택7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성남출장소의 1972년 7월 현재의 통계에 따르면 성남단지의 총 가옥수는 2만 3988동인데
이 중 정상 가옥은 1만 4868동이다. 그러나 정상 가옥 중에서도 허가를 받은 가옥은 768동
뿐이며 나머지 1만 4100동은 양성화 단지 가옥이다. 그리고 비정상 가옥 가운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 대상 동수는 4761동으로 성남단지 총 가옥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
운데서 이미 철거된 동수는 1859동으로 나머지 3105동은 아직 철거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71년 8월 10일 발생한 8∙10사태 이후 주춤하던 부동산 경기가 1972년부터 호전
되기 시작하여 1972년 827건에 불과하던 건축허가가 1973년 한 해 동안 2226건으로 늘어
났다. 1971년 8월 10일 성남출장소장으로 임명된 이석봉�碩峰 소장은 재임 4개월 동안 행
정 기본 조사, 구호 사업, 투자 계획 수립, 시 체제의 기반 조성 등 성남 지역의 개발과 일반
행정의 일원화를 통한 성남의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

2) 사업의 인수
철거민의 집단 이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을 집행해오던 성남단지 조성 사업
은 경기도 성남출장소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1971년부터 1973년까지 3년 동안 총 58
억 9065만 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여, 1971년에 27%, 1972년에 34%, 1973년에
39% 등 연차별로 투자액을 적극적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1971년 도로와 상수도 등
도시 기반 시설에 집중 투자할 계획을 세웠고, 1972년에는 사방과 치수, 측량 등 향
후 도시 행정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 등에 투자 확대했으며, 1973년 모든 시
설이 완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투자 계획을 경기도가 성남 지역 종합 개
발 계획을 입안, 실행을 맡기로 결정(1971. 7. 15)되고 서울시로부터 사업 인수를 받음
으로써(1971. 10. 7) 책임 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6 성남시사편찬위원회,『성남시사』제3권, 2004, 299쪽.
7 곽광택,「성남시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4,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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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 개발 방향 및 방침
1972년 3월 27일부터 6월 30일 사이 분양지 총 등록 대상 2만 2827필지 중 97%인
2만 2042필지 등록이 이루어졌다. 비록 이중 분양과 위조 분양증 문제, 무허가 건물
등 많은 문제점이 잔류했지만 분양지의 대부분이 등록됨으로써 성남시로 승격되기
위한 조치가 일단락되었다. 1973년 7월 1일 초대 이재덕�載德 시장은 성남출장소에
부임하면서부터 시의 문제점 타개를 위해 준비해 왔다. 먼저 불건전한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철거민의 입주 중단, 무허가 건물 단속을 강화하면서 무단 입주자에
대한 혜택을 배재, 가도시화 인구를 억제하는 귀농 이주를 권장하였다. 한편 서울
시 철거민의 이주 목적으로 조성된 성남대단지를 포함한 성남 시계를 명실상부한
자족 위성도시로의 전환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의 개발 방향
과 방침, 그리고 10대 역점 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발 방향]
�경공업을 주축으로 한 자활 생산 도시
�아담하고 쾌적한 전원주택 도시
�서울의 근대적 위성도시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표준 도시
[개발 방침]
�중산층의 자발적인 입주를 촉진하여 정상화된 도시로 육성한다.
�세대당 분양 택지의 확대로 근대 도시를 육성한다.
�개발 사업에 취로就勞를 극대화한다.
�공업단지 사업 촉진으로 자활 도시로 육성한다.
�자조정신自助精神을 앙양한다.
[10대 역점 사업]
�민심 선도와 주민 조직 강화
�새마을운동의 전개 추진
�영세민 구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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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공업 육성과 고용 증대
�주민 보건 향상
�택지 조성
�상하수도 확충
�교통 통신망 확충
�도로망 확충 및 교량 가설
�무허가 건물 및 불량 건물 철거 및 개량

제2절 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과 성과들8

1. 자족 도시를 위한 노력
광주대단지 기반 사업과 연계 주민 생활권 형성 도모를 위해 계획되었으나 추진
이 부진했던 공업단지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해 자족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
을 경주하였다. 또한 도시 건설을 위한 가로망 확충 사업 추진 결과로 단기간에 급
속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이는 시 승격 전후의 본시가지 가로망9을 비교해 보면 쉽
게 알 수 있다.

8 성남시사편찬위원회,『성남시사』제3권, 2004, 613쪽.
9 이문찬,「성남시 구시가지 변천에 관한 연구」
,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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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 추진 경위
날짜

내용

1968. 5. 7

광주대단지 공업단지 조성 사업 실시 계획 인가

1971. 7. 19

광주대단지 공업단지 승인

1974. 9. 7

성남공업단지(제1, 2공단) 준공

1976. 11. 10

공업단지 지정

1976. 11. 12

성남공업단지(제3공단) 준공

1980. 8. 23

사단법인 성남공업단지관리공단 설립

시 승격 전후 공업 현황과 공단 조성 초기 입주 업체 현황
구분
업체수
종사자수

단위 : 개∙명

1972

1973

1975

출장소

성남시

10

32

130

184

167

188

204

339

1,341

8,134

18,142

21,564

29,116

31,928

29,477

39,848

공단

1980

시 전체

공단

1985

시 전체

비고 : 1973년은 수출업체 현황임.
출전 : 성남시,『성남통계연보』,각 연도;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성남산업단지 40년사』,2012.

시 승격 이전의 본시가지 가로망(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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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당시의 본시가지 가로망(1973)

공단

시 전체

2. 아담하고 쾌적한 전원주택 도시
1) 도시 계획 변경(재정비)
성남 도시 기본 계획(1971)을 도시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다음 표의 용도 지
역 변경 결정 조서와 같이 용도 지역 중 주거 지역은 단대동∙은행동∙수진동∙태
평동 일단의 지형, 지세상 택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며,
주택 지역 중 기 분양지를 제외하고는 고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전용 지역으
로 변경 지정10하였다.
용도 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단위 : ㎡

기정 면적

주거전용 지역
주거 지역

8,920,000

변경 면적

증감

2,160,000

2,160,000

6,297,000

△2,623,000

상업 지역

1,081,000

912,000

△169,000

공업 지역

1,625,000

1,600,000

△25,000

녹지 지역

120,962,000

50,681,000

△70,281,000

합계

132,588,000

61,650,000

△70,938,000

2) 대원지구 개발 사업
�명칭 : 하대원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
�목적 : 새 성남 개발 사업으로 대원지구 단대천 주변을 개발하여 택지 및 도로
를 정비하여 중심 시가지를 조성,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
�위치 : 하대원지구(성남동 및 여수동 일원)
�면적 : 37만 6000평
�기간 : 1974년 1월~1976년 12월 21일(3년 간)

10 성남시,「성남도시계획변경(재정비) 조서」
, 1975,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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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건설이 진행됨에 따라 본시가지의 주거지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시 승격
전인 1966년과 시 승격 직후인 1974년의 모습을 각각 행정 지도와 위성 지도로 살
펴보면 지도와 같다.

본시가지 주거지 행정 지도(1966)

본시가지 주거지 위성 지도(1966)

본시가지 주거지 행정 지도(1974)

본시가지 주거지 위성 지도(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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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의 근대적 위성도시
1) 접경지구 정화 사업
[1차 정화 사업]
�목적 : 성남시 관문의 환경 개선, 외부 인상 쇄신 차원
�위치 : 대왕면 둔전리, 신촌리, 오야리, 고등리 등 4개 리 단위 지역
�면적 : 총 477.7㏊
�시기 : 시제 실시 이전 1972~1973년
�내용 : 진입 도로 확장 및 포장, 285동 지붕 개량, 107동 불량 건물 철거, 110동
불량 건물 보수, 1000m 하수도 설치, 치수 사업(하천 개수, 경지 정리)
[2차 정화 사업]
�목적 : 접경지구의 진입로 정비 환경 개선, 성남시의 사기 진작, 외부 인상 쇄신
�위치 : 고속도로변(금곡동주민센터 → 남서울컨트리클럽 입구), 복정동 시계(복정동주민센
터 → 하대원교), 판교인터체인지(판교인터체인지 → 한국도로공사 앞)

�시기 : 1975년(제2대 이남두 시장 계획)
�내용 : 조경 식수 17만 본, 화단 설치, 가로등 설치, 가로수 식재, 도로 포장 및
보도 설치
�효과 : 성남시 진입부가 환경 정비됨에 따라 변화해 가는 모습 입증, 성남시의
이미지 개선 시발점

2) 상수도 증산 사업
�현황 : 1인당 급수량 78.4ℓ(전국 평균치 176ℓ, 경기도 평균 급수량 159ℓ),「1974년 한강
취수문제 사업계획서」예산 부족으로 답보 상태
�목표 : 1976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한강 취수 상수도 5만t을 수도권 광역 상수도
취수관으로부터 분기 도수, 1979년 7만 5000T/D 목표
�내용 :
- 1976년 : 도수 설비 8㎞(건설부), 송수 설비 3.3㎞(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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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7년 : 정수 설비(여과지 8지, 정수지 2지, 송수 설비 4.7㎞)
-1978년 : 송수 설비 3㎞, 정수 설비 내부 공사
�사업비 : 16억 1400만 원

3) 대곡교 개통
대곡교는 성남시와 서울의 중심가를 연결하는 2대 도로 중에서 서울시 강남구 세
곡동과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여 한남동에 이르는 초입로(성남시 복정동과 서울시 강남
구 세곡동 사이의 대곡로)에

가설된 중요한 교통로 상의 교량이다. 이 교량이 가설되기

이전에는 그보다 남쪽에 위치한 대왕교를 이용해 왔다. 대왕교는 교폭이 좁아 차량
1대가 통과하는 일방로 교량이어서 불편이 매우 컸다.
서울시가 광주대단지 사업을 경기도에 인계할 당시에 가설하기로 협약을 하고서
도 그 이행이 늦어지다 1976년 대통령 순시에서 숙원 사업의 하나로 보고되어 즉각
가설하게 된 교량이기도 하다.
�교량 폭 : 18m
�길이 : 175m
�암거 길이 : 24m
�사업비 : 6억 4000만 원
�준공일 : 1977년 3월 26일

4) 분뇨처리장 건설 사업
성남시의 연간 분뇨배출량은 1977년의 경우 약 10만t이었다. 이에 대비할 때 수거
량은 약 4만 8000t이었는데 수거된 양에 대한 종말처리가 비과학적이었을 뿐만 아
니라 투기에 그쳤고, 거기다가 분뇨투기장이 판교인터체인지 부근의 탄천 연안이
어서 다분히 비위생적이었다. 무엇보다도 분뇨투기장의 위치가 탄천 상수도 취수
장보다 상류 지역이어서 그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상
수도 취수장보다 하류 지역에 보다 과학적인 시설을 갖춘 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일종의 숙원 사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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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예산이 확보된 1977년 12월 15일부터 드디어 종말처리장 건설 공사에 착수
하였다. 준공은 1978년 10월 예정이었다. 사업비는 4억 9300만 원이었다. 결국 성남
시는 1978년 10월 31일 이후부터는 혐기성 가온 소화 방식에 의해한 분뇨종말처리
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써 하천 오염을 방지하고 도시 환경을 일신하여 시민보
건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
�위치 : 태평동 7003-1번지의 3필지
�처리 방법 : 혐기성 가온 소화 방식
�규모 : 150kl/D
�부지 면적 : 3375평
�1일 용수량 : 2500㎥/ D
�소요 전력 : 1.50KVA(22.9KV)
�사업비 : 4억 9300만 원

5) 대봉로 복개
대봉로는 성남시 10대 간선도로의 하나이다. 더구나 신흥동, 태평동, 수진동 등
인구밀도가 높은 지대를 관통하고 있어 많은 정기 운행 버스가 경유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 혼잡이 심한 도로이다. 이러한 대봉로는 개발 당초부터 독정
천을 중심으로 양안에 노폭이 겨우 5m에 불과한 도로를 구축하였던 것인데, 인도
마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한층 혼잡하였다. 1976년 대통령 순시 때도 대곡교 가
설 및 상수도 5만t 한강 취수 사업과 함께 3대 숙원 사업의 하나로 보고되었으나, 대
봉로 복개만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다시 미루어지다가 제4대 박봉휘 시장에 의해 마침
내 그 숙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위치 : 태평동-신흥동
�길이 : 2200m
�도로 폭 : 30m
�사업비 : 17억 4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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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개 이전의 독정천(1979)

4.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표준 도시
1) 시민회관 건립
시제 실시 후 5년이 지나고, 인구가 32만 명을 넘어선 1978년까지도 기초적인 도
시 기반 조성에 주력하다 보니 이렇다 할 문화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
다가 1979년 8월에 시민회관 건립 공사를 기공하여, 1981년 최신식 건물을 완공 개
관하였다.
�위치 :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태평동)
�규모 : 대지 8023평, 연건평 1721평
�시설 : 대강당 1114석, 소강당 296석, 부설 전시실, 예식장, 이발관, 미용실, 연
습실, 분장실, 사무실
�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하 1층, 지상 3층
�사업비 : 22억 6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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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설운동장 건설
제2대 이남두 시장은 공설운동장의 건설을 계획하고 1975년 대원지구 개발과 동
시에 착공하였다. 2만 8000평의 부지에 수용 능력 6만 명의 종합운동장으로 추진되
었는데, 총 사업비로는 17억 7000만 원이 책정되었다. 종합경기장과 수영장 등을
갖춘 국제 C형 운동장으로 당초 계획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이
를 완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설운동장 건설 5개년계획은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1981년에야 겨우 육상경기장의 본부석 및 관람석 스탠
드, 총 530m 중에서 394m의 골조 공사가 완공되었고, 축구장의 잔디 심는 작업이
끝났으며, 탈의실과 대기실 등이 완공되었다. 이로써 우선 야구 및 수영 등을 제외
한 일반 경기와 각종 시민대회 개최는 아쉬운 대로 가능하게 되었다.

5. 5∙4조치와 그 영향
1) 박정희 대통령 순시와 지시 사항
1976년 5월 4일에 성남시 공고 제56호로서, 1976년 3월 17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
른 건전 도시의 육성과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건축 규제 조치는 통칭
5∙4조치로 일컬어진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 지시 사항
�인구의 사회적 증가 억제
�도시 계획의 재정비
�지속적인 건축 통제(20평 분양 택지, 인근 택지와 합필)
�신규 전입 영세민의 취로 억제
�영세민 취로 사업 실시
�상수도 5만t 확장 사업 연차별 계획 및 재정 대책 수립
�나지, 공휴지 등의 녹지 사업 추진
�대봉로 복개, 민간 자본 유치 검토
�대곡교 연내 가설(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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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향심 고취로 모범 도시 건설

이상의 대통령 지시 사항을 요약하자면, 현재
도시로 개발된 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을 재검토
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것이며, 현
존 도시 지역의 정비가 끝날 때까지는 더 이상
의 도시 확장(성남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한 확장)을 무기
한 유보하라는 것이었다.
(2) 대통령 지시 사항에 따른 조치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를 받아 성남시는 도시
건설의 방향을‘건전하고도 품격 있는 수도권
전원주택 도시 육성’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위
하여‘도시 계획을 재정비’하고,‘건축 통제를
성남시를 방문한 박정희 대통
령 기사(『경향신문』1976년 3월
18일).

강화’하며,‘도시 녹화와 아울러 시가지의 외형
적인 확산을 방지’하며,‘적극적인 인구 억제
정책’을 추진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0개 항에 걸친 지
시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취해진 조치들을 살펴보자.
① 도시 계획의 재정비
대통령 순시 10일 후인 1976년 3월 27일에「성남 도시 계획 구역 설정」에 관한 건
설부의 고시(건설부 고시 제37호)가 있었다. 이때 확정 고시된 내용은 표와 같다. 이와
동시에 성남시는 무질서한 건축을 규제하여 건폐율을 인하(주거 지역 60％, 주거전용 지
성남 도시 계획 구역

단위 : ㎢

구분

기존 면적

조정

도시 계획 구역

132.588

132.588

주거전용

증감

2.284

2.284

주거

8.920

6.204

△2.716

상업

1.081

876

△205

-

121.624

121.624

120.962

-

△120.962

자연 녹지
녹지

비고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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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50％, 녹지 지역 20％)하고, 대지의 최소 면적을 제한(주거 지역 27평, 주거전용 지역 60평, 녹지
지역 180평)하고,

용적률을 인하(주거 지역 300％, 주거전용 지역 80％, 녹지 지역 20％)하는 조치

를 취하여 당시의 도시 지역에 대한 집중 정비를 단행하였다.
② 건축 통제의 강화
건축 통제는‘신축 및 증축의 제한 조치’(1976. 5. 4 시행),‘무허가 건물 단속 강화’,
‘시유지 처분 억제’등의 세 가지 시책을 시행하였다. 그중에서 신축 및 증축의 제
한 조치를 개략적으로 소개하면, 제한 지역을 133만 7000평으로 정하는 동시에 고
층 건물의 신축 및 증축을 제한하여 산업 지역 내의 2층 이상 건축을 불허하였으며,
시가지 남단 녹지는 개발 제한 구역 일괄 조정 관리 원칙을 준용하여 관리하고,
1976년 5월 4일 이후 입주자(주민등록자)에게는 건축 행위를 불허하였다.

2) 통계로 본 1970년대의 시세 성장
1973년부터 1980년 말까지 대강의 성장 수치를 보면 총인구가 19만 850명에서 37
만 6447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가구수는 2만 7374가구에서 4만 9910가구
로, 상수도 급수 가구는 3만 4281가구에서 8만 6325가구로 2.5배 가까이 급성장하
였다. 또한 차량은 281대에서 10배가 늘어난 2747대였다. 시세 성장을 보여주는 여
러 가지 통계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1970년대 인구 변화

단위 : 명∙%

남

구분
연도

여

합계

실수

비율

실수

비율

1974

95,781

50.2

94,799

49.8

190,580

1981

187,755

49.8

188,692

50.2

376,447

1970년대 가구수 및 주택수 변화
구분

가구수

주택수

1973

39,980

27,374

1980

86,325

40,910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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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상수도 지표 변화
구분

단위 : M/T∙명∙가구∙%

취수량

급수 인구

1973

15,000

162,112

34,281

5,647

1980

42,340

367,647

86,325

32,000

연도

급수 가구

1일 급수량

1970년대 도로 포장 변화
구분

단위 : ㎞

국도 포장

지방도 포장

1973

15,000

162,112

34,281

5,647

1980

42,340

367,647

86,325

32,000

연도

시도 포장

총연장

1970년대 차량 변화
구분

연도

단위 : 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합계

1973

27

233

9

281

1980

1,002

1,575

95

2,747

1970년대 전력 사용량 변화

단위 : 가구∙개

구분

연도

가구수

등수

㎾ /H

1973

17,519

84,833

8,195,609

1980

50,901

229,319

15,817,123

1970년대 공무원수 변화
구분

단위 : 명

본청

사업소

동

합계

1973

409

45

134

588

1980

437

229

317

988

연도

1970년대 교육 지표 변화
구분

단위 : 개∙명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학생수

1973

35

575

434

39,053

1980

50

1,408

1,967

88,258

연도

1970년대 방송∙언론 이용량 변화
구분

단위 : 대∙부

라디오

TV

1973

28,995

1980

68,516

연도

중앙 신문

지방 신문

3,216

8,593

1,450

65,032

36,89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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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수도권 위성도시로의
성장

이우종｜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제1절 위성도시의 개념과 기능

1. 위성도시의 개념과 탄생 배경
위성도시의 개념은 하워드(Sir Ebenezer Howard)의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워드
는 1902년에 발표한 저서『내일의 전원도시』에서 대도시의 의미 없는 집중에 반대
하고 보다 유기적인 도시를 제안하며 전원도시를 내세웠다. 즉 대도시 주변에 전원
의 아늑함과 도시의 편리함을 갖춘 새로운 소도시를 건설하여 도시의 인구를 분산
시킴으로써 대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영국의 전원도시협회
는 전원도시를‘건강한 생활과 건전한 산업 활동이 행해지며 너무 크거나 작지 않
은 규모의 전원 지대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로 정의하였다. 20세기 초만 해도 위성
도시와 전원도시는 동의어였다.1
현재 위성도시의 일반적인 개념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하여 공업 기능, 주거 기능,
행정 기능뿐만 아니라 특수한 기능 등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며, 대도시와 상호 작
용을 하며 발전하는 소도시라 할 수 있다. 마치 모도시와 소도시와의 관계는 행성과
위성의 관계와 흡사하여 위성도시라 불린다. 위성도시의 변모 과정을 보면 영국에
서는 하워드가『내일의 전원도시』에서 제시한 구상에 따라 런던 근교에 레치워스와
웰린을 만들었고, 뉴타운으로 제도상 정비되어 위성도시 건설이 진행되었다. 그 후
뉴타운은 핀란드의 타피올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도시에 보급되었다. 구소련의
도시지리학자 다비도비치 등은 위성도시를 소비형 위성도시와 생산형 위성도시로
분류했다.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가 소비형 위성도시에 해당되며, 공업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가 생산형 위성도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2 이와 같이 도시의 팽
창과 교통의 발달에 따라 대도시 주변에는 그 기능을 분담하는 위성도시가 생겨나
게 되며, 이러한 위성도시는 대도시와 통근, 통학, 쇼핑, 오락, 산업면에서 밀접한 관
련을 맺으며 대도시가 지녔던 공장, 학교, 주택 등의 기능을 일부 분담한다.

1 김선범,『실천적 도시계획가 에베네저 하워드』
, 국토정보, 1995, 77쪽.
2 신중헌,「수도권 위성도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재생방안에 대한 연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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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도권 위성도시의 공간 구조 및 기능
도시의 팽창과 교통 기관의 발달에 따라
대도시 주변에는 위성도시가 생겨나게 되
고, 또 기존의 중소 도시가 위성도시로 변
하였다. 위성도시는 대도시 주변에서 대도
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하며 대도
시 기능의 일부를 분담한다. 이러한 위성도
시는 단순한 주택지구나 공장지구가 아닌
도시로서의 중심성을 지니며, 행정 구역으
로도 독립하고 있고 형태적으로도 중심 도
시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하지만 대도시로
부터 완전히 독립된 지방 도시도 아니므로
양자의 중간적∙양면적 성격을 지닌다.
수도권 위성도시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
억제와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
출처 : 두피디아(http:www.
doopedia.co.kr)

방지 및 서울시 외곽 도시의 합리적인 육
성을 목적으로 행정 및 주거 기능 등 도시의 여러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성남시를
포함하여 과천시∙부천시∙광명시∙의왕시∙고양시∙인천시∙의정부시∙안양
시∙수원시∙동두천시∙구리시 등 서울특별시를 둘러싼 20여 개의 도시들이 있다.
이 중 인천시∙수원시∙안양시∙의정부시∙구리시 등의 위성도시는 기존 도시가
위성도시로 변질된 것이며, 성남시∙부천시∙동두천시 등의 위성도시는 서울시의
기능 분담을 위해 계획적으로 건설되었다.
성남시를 비롯한 고양시는 서울시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주택 밀집을 해
결하기 위한 주거 기능의 위성도시이며, 부천시와 안산시는 서울에서 이전하는 공
장의 수용과 지역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공업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공업 위성
도시, 과천시는 정부종합청사가 위치해 있어 행정 기능을 분산하기 위한 행정 위성
도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및 오산시는 군사 기능을 담당하는 위성도시이다. 이외
인천광역시는 중심 공업 도시이자 서울의 외항으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수원시
는 경기도청이 위치한 행정 중심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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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위성도시 성남의 성장 과정

1. 도시 형성 과정
성남시의 개발 사업은 1960년대 서울시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그에 따른 무허가
건물의 난립을 해결하기 위하여 1968년 5월 서울시가 건설부로부터 개발 인가를 받
았다.
1969년 4월 1일‘중부면 성남지구 일단의 주택 단지 경영 사업’조성 공사에 착수
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 성남시의 모체가 되는‘광주대단지 조성’에 의해 1969년 5
월 2일부터 서울시 철거민 집단 입주가 시작되었다.
광주군은 1968년 8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광주군 성남지구 도시건설
사업소’를 설치하였고, 서울시는 1968년 9월 1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서울특
별시 광주대단지사업소’를 각각 설치하여 도시 계획 업무를 전담 수행하였다 기존
의‘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도 있었기에 개발 초기의 성남의 행정 업무를 보는 관
청이 셋이나 되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주민의 불편이 컸다. 행정 협약 체결 행정 관
할청과 사업 시행청이 다른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일단의 주택 단지 경영 사
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1970년 9월 19일 경기도지사와 서울특별시장, 광주
군수 간에 행정 협약을 체결하였다. 경기도와 광주군은 일반 행정을 서울특별시는
용지 매수 및 건설 사업을 분담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
경기도 관할 성남출장소 승격과 일단의 주택 단지 경영 사업의 시행으로 광주군
성남출장소 관할 인구가 14만여 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행정 수요 충족이 불가피
하게 되었다. 경기도 조례 제470호(1971. 8. 18 공포)에 따라 기존 광주군 성남출장소 관
내 6개 리와 대왕면∙낙생면∙돌마면 전역(1285㎢)을 관할 구역으로 1971년 9월 13
일 경기도 관할 성남출장소를 설치하여 집무를 개시하였다.
주택 단지 경영 사업의 이원적인 행정을 일원화하여 성남 도시 건설을 일관성 있
게 추진하기 위하여 1971년 10월 14일 서울시에서 시행하던‘일단의 주택 단지 경
영 사업’을 경기도에서 인수하고‘성남개발 3개년 투자계획’에 의거하여 도시 건
설 사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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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시 재정비 계획 총괄도
(1980년대)
성남시 도시 계획 총괄도
(1990년대)

수도권의 인구 집중 억제와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및 서울시 외곽 도
시의 합리적인 육성을 위한 법률 제2597호(1973. 3. 12)「시 설치와 군의 폐지 분합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공포로 1973년 7월 1일 성남시로 승격되었고, 1실∙10과∙2사업
소∙2출장소∙18동사무소를 설치하여 시 행정 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성남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전국 시 규모 제10위로 급부상하였다.
이처럼 비약적으로 증대하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 조례
제858호(1988. 6. 3 공포)에 의거 1988년 7월 1일 성남시 수정출장소 및 중원출장소를
설치하고, 기존의 돌마∙대왕∙낙생출장소를 폐지하게 되었다. 1989년 5월 1일에
는 시 조례 제931호에 의거 수정출장소와 중원출장소를 각각 수정구와 중원구로 승
격하였다.
1989년 4월 27일 성남시 남쪽 지역의 소위‘남단 녹지’를 중심으로 분당 지역 일
대 540여 만 평의 규모에 10만 6000호의 주택을 건설, 42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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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분당지구의 신도시 건설 계획이 공식 발표되고 착수됨에 따라, 시 조례 제971
호(1989. 6. 20 공포)에 의거‘분당지구 개발지원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분당 신도시 입주 주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시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시 조례 제1134호(1991. 5. 27 공포)에 의거 1991년 7월 1일 분당출장소를
서현동에 설치하여 지역의 제반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해 9월 17일에는
시 조례 1152호 공포로 분당출장소에서 분당구로 승격, 개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도시 변천 과정
1) 세대 및 인구
성남시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다. 1975년 약 27만 명(5만 8000세대)
의 인구가 거주하였으며, 1980년에는 약 38만 명(8만 6325세대), 1985년에는 약 45만
명(11만 533세대), 1990년에는 약 54만 명(14만 4741세대)의 인구가 거주하고, 3818명/㎢
의 인구밀도를 나타냈다.
인구 증감률은 1990년까지 증가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1980년 인구 증
감률은 1975년 대비 38% 이상 증가하였다.
인구 변천
구분
연도
1975

단위 : 세대∙명∙%∙명/㎢

세대
58,000

인구

인구 증가량

인구 증가율

인구밀도

272,329

-

-

2,019

1980

86,325

376,447

104,118

38.23

2,656

1985

110,533

447,839

71,392

18.97

3,158

1990

144,741

540,764

92,925

20.75

3,818

1995

280,808

888,844

348,080

64.37

6,261

2000

308,168

928,196

39,352

4.43

6,544

2005

374,223

992,758

64,562

6.96

7,003

출전 : 최만순,『성남시 도시변천과 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공간정책방향 연구』,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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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인구 및 인구밀도 추이

출전 : 최만순,『성남시 도시변천과 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공간정책방향 연구』,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2) 토지 지목(도시 계획)
지목 변천은 다음 표에서 보듯이 시의 주택지, 공장용지, 학교용지는 점차 증가했
던 것으로 보아 분당 신도시 개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남시의 개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답∙임야의 면적은 1975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인 녹지 면적은 감소하였는데, 이는 꾸준한 도시 개발
및 택지 개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공원 면적은 소폭 증가하여 시의 도
시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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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천

단위 : ㎢ ∙%

1980

구분

면적

1985
비율

면적

1990
비율

면적

비율

주택지

8.800

6.2

9.500

6.7

9.800

7.0

공장용지

1.300

0.9

1.400

1.0

1.400

1.0

학교용지

0.200

0.1

0.200

0.1

0.500

0.2

전

15.800

11.1

14.000

9.9

13.700

9.7

답

19.700

13.9

17.340

12.2

16.910

12.0

하천∙호수

3.700

2.6

6.700

4.7

4.200

3.0

임야

80.500

56.8

79.900

56.4

79.100

55.9

도로

5.100

3.6

5.600

3.9

5.900

4.2

공원

0.300

0.2

0.400

0.3

0.400

0.3

합계

141.720

100.0

141.790

100.0

141.630

100.0

출전 : 통계청,「한국 도시 통계 : 지목별 토지이용상황」,1978~1991.

3) 교육 시설
시의 인구 증가에 따라 1975년 이후 학교수도 급속히 증가하였다. 1975년 38개교
에서 1980년대에는 꾸준히 학교가 증가하여 1990년에는 124개교가 되었다. 이에 따
라 학생수도 시의 인구 증가 및 도시 성장으로 인해 1975년 5만여 명에서 1990년 14
만여 명으로 약 180% 증가하였다. 또한 학교수와 학급수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교원 1인당 학생수가 54.5명에서 29.2명으로 감소하는 등 교육 여건이 개선되었다.
교육 시설 현황
구분
연도

단위 : 개∙명∙%

학교수

학급수

교원수

1975

38

779

950

1980

50

1,408

1985

98

1,825

1990

124

1995
2000
2005

학생수

학생 증가율

교원 1인당
학생수

51,728

-

54.5

1,907

88,258

70.6

46.3

3,124

113,960

29.1

36.5

2,575

4,882

142,678

25.2

29.2

244

4,175

8,402

217,577

52.5

25.9

254

4,402

7,448

214,445

-1.4

28.8

255

5,023

8,364

219,044

2.14

26.2

출전 : 최만순,『성남시 도시변천과 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공간정책방향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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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학교수와 학생수 변화
추이

출전 : 최만순,『성남시 도시변천과 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공간정책방향 연구』,가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4) 농가 규모
1980년대 시의 인구 증가 및 도시 성장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주거 용도로 전환됨
에 따라 농가수와 경지 면적은 197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농가수는 1975
년 2696가구에서 1990년 1541가구로 37% 이상 크게 감소하였으며, 경지 면적 또한
1975년에 비해 1990년에는 30% 이상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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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규모 현황
구분
연도

단위 : 호∙%∙㏊

농가수

농가수 증감률

경지 면적

경지 면적 증감률

1975

2,696

-

3,219

-

1980

2,392

-11.3

2,937

-8.8

1985

2,469

3.2

2,809

-4.4

1990

1,541

-37.6

1,952

-30.5

1995

1,396

-9.4

1,252

-35.9

2000

1,305

-6.5

1,067

-14.8

2005

1,006

-22.9

961

-9.9

출전: 최만순,『성남시도시변천과공간구조분석을통한공간정책방향연구』,가천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8.

연도별 농가수 및 경지 면적
변화 추이

출전: 최만순,『성남시도시변천과공간구조분석을통한공간정책방향연구』,가천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2008.

3. 주거지 형성 과정
1) 주거지 형성 과정
1960년대 성남시는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에 의하여 농업 위주의 지역에서 공업
위주의 도시로 변화하였다. 1965년에서 1970년까지 주택수는 277%, 주거 및 상업
시설은 1788%, 산업 시설은 209%로 급증하였지만, 무허가의 불량 주택 역시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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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3.5%에서 1970년 35.2%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이러한 무허가 불량 주택의 철거
민들은 은행동과 단대동 등지3에 이주하여 주거지를 형성하였다. 성남단지 개발 초
기의 무허가 건물 BLOCK 단지는 시멘트 블록으로 세운 단층의 아파트식 건축물로
한 건물 당 12가구가 살았다.
용도별 현황
구분

단위 : 동∙㎢

용도별 동수

동수

면적

1965

3,747

156,467

3,519

110

33

85

1970

12,613

512,640

9,751

1,967

69

826

연도

주택

주거 및 상업

산업

기타

출전 : 경기도,「성남 도시 기본 계획」,1971.

주택 현황
구분
연도

단위 : 호∙동∙%

가구수

동수

완전 주택

불량 주택

주택률

동수

비율

동수

비율

1965

4,198

3,629

3,501

96.5

128

3.5

86.4

1970

17,829

11,718

7,593

64.8

4,125

35.2

65.7

출전 : 경기도,「성남 도시 기본 계획」,1971.

1975년「성남 도시 계획 변경(재정비) 조서」와 급증하는 성남시 인구 억제책의 일
환으로 취해진 1976년 5월 4일의 건축 제한 조치는 1970년대 성남시의 주거지 형성
에 큰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 주택 현황은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1972년 7월 당시 성남단지의 총 가옥수 2만 3988동 중
정상 가옥은 1만 4868동이며 정상 가옥 중에서도 허가를 받은 가옥은 768동이었다.
이러한 비정상 가옥에서 무허가 건물 철거 대상 동수는 4761동으로 성남단지 총 가
옥수의 약 20%를 차지하였다. 1971년까지 주요 도로는 건설되어 있었지만 주거지
건설은 아직 미비한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3 한상진,「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주거 공간의 변화」
,『도시행정연구』제10집,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연구원,

1995, 182쪽. 광주대단지로 이주한 서울시 철거민들은 개별적으로 20평을 분양 받았는데 비해, 은행2동에 이주한 철
거민들은 집단 분양 방식으로 가구당 8평을 배정받았다. 그런데 8평의 대지는 건축 제한 면적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
옥주들은 등기상 공유 지분 형태로 소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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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단지
광주대단지
광주대단지
개발
개발
초기의
초기의
단대동
단대동
천막촌(1969)
천막촌(1969)
광주대단지
개발
초기의
단대동
천막촌(1969)
광주대단지개발
개발초기의
초기의단대동
단대동천막촌(1969)
천막촌(1969)
광주대단지
개발
초기의
단대동
천막촌(1969)

광주대단지
광주대단지
광주대단지
블록(BLOCK)
블록(BLOCK)
단지(1972.12.6,
단지(1972.12.6,
경기도청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언론담당관실
제공)
제공)
광주대단지
블록(BLOCK)
단지(1972.12.6,
경기도청
언론담당관실
제공)
광주대단지
광주대단지블록(BLOCK)
블록(BLOCK)
블록(BLOCK)단지(1972.12.6,
단지(1972.12.6,
단지(1972.12.6,경기도청
경기도청
경기도청언론담당관실
언론담당관실
언론담당관실제공)
제공)
제공)

또한「성남 도시 계획 변경(재정비) 조서」에서는 지형지세상 택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은 녹지 지역으로 변경하고 주택 지역 중 기 분양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인구의 고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전용 지역으로 변경 지정하였다. 이렇듯 기
존 주거지를 주거전용 지역과 주거 지역으로 분류하였으며, 고도지구 변경 결정 조
서를 통해서는 3층에서 2층 이하로 건축을 제한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남시의 급증하는 인구 억제를 위한 결정이
며 1976년 대통령 지시 사항4에 의한 5∙4조치를 통해 강화되어 실행되었다.‘건전
하고도 품격 있는 수도권 전원주택 도시 육성’을 시정 방침으로 정하여 ① 도시 계
획을 재정비하고, ② 건축 통제를 강화하며, ③ 도시 녹화와 아울러 시가지의 외형
적 확산을 방지하며, ④ 적극적인 인구 억제 시책을 추진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침
을 세웠다. 이로 인해 1978년부터는 건축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1980년
대에 들어서면서 1986년 아시안게임 및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와
서울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고 주택 밀집을 해결하기 위한 주거 기능의 위성도
시 성남을 위해 6단계에 걸친 제한 해지 조치가 취해졌다.
용도 지역 변경 결정 조서

단위 : ㎡

면적

구분
기정 면적
주거전용 지역

-

변경 면적

변경 후 면적

2,160,000

2,160,000

주거 지역

8,920,000

△2,623,000

6,297,000

상업 지역

1,081,000

△169,000

912,000

공원 지역

1,625,000

△25,000

1,600,000

녹지 지역

120,962,000

△70,281,000

50,681,000

합계

132,588,000

△70,938,000

61,650,000

출전 : 경기도,「성남 도시 계획 변경(재정비) 조서」,1975.

4 ①인구의 사회적 증가 억제, ②도시 계획의 재정비, ③지속적인 건축 통제(20평 분양택지 인근 공지와 합필 추진), ④

신규 전입 영세민의 취로 억제, ⑤영세민 취로 사업 실시, ⑥상수도 5만t 확장 사업 연차별 계획 및 재정 대책 수립, ⑦
나대지, 공한지 등의 녹지 사업 추진, ⑧대봉로 복개, 민간 자본 유치 검토, ⑨대곡교 연내 시설(서울시 시행), ⑩애향
심 고취로 모범 도시 건설.

170

제6권_ 도시개발사-도시박물관, 성남

제1공단과
제1공단과
제1공단과
단대오거리역
단대오거리역
일대(1980년대)
일대(1980년대)
제1공단과
단대오거리역
일대(1980년대)
제1공단과
제1공단과단대오거리역
단대오거리역
단대오거리역일대(1980년대)
일대(1980년대)
일대(1980년대)

수정구
수정구
수정구
양지동과
양지동과
중원구
중원구
은행동
은행동
일대(1980년대)
일대(1980년대)
수정구
양지동과
중원구
은행동
일대(1980년대)
수정구
수정구양지동과
양지동과
양지동과중원구
중원구
중원구은행동
은행동
은행동일대(1980년대)
일대(1980년대)
일대(1980년대)

고도지구 변경 결정 조서
구분

지구명

단위 : ㎡

면적

위치
기정

기정

중앙고도지구

태평, 수진, 신흥

변경

중앙고도지구

태평, 수진, 신흥, 성남

비고
변경

53,040

-

3층 이상

-

570,000

2층 이하

출전 : 경기도,「성남 도시 계획 변경(재정비) 조서」,1975.

1980년대의 성남시에는 1980년 10월 8일부터 1992년 11월 25일까지 6차에 걸친
5∙4조치 완화로 ① 주민등록 전출입에 관계없이 건축 허가, ② 근린 공공시설∙의
료∙학교∙공공청사∙묘지 관련 시설 등의 완화, ③ 공익 목적의 연구 시설 건축 허
용, ④ 시가화 구역의 건축 허가 제한, ⑤ 1988년 서울올림릭 관련 체육 시설, 분당
시범 단지 해제, ⑥ 잔여 남단 녹지 47.04㎢ 1992년 11월 5일까지 3년간 한시적 제
한, ⑦ 성남시 남단 녹지 건축 허가 제한 기간 연장, ⑧ 남단의 자연 녹지 47.04㎢를
자연 녹지 및 보전 녹지 지역으로 도시 계획 변경 결정으로 건축 허가 제한 해제 등
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졌다. 이러한 일환으로 성남시는 1980년 10월 8일 성남
도시 계획(고도지구)을「도시계획법」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고도지구 변경
결정 조서(1980)와 같이 변경 결정한다. 이와 같은 결정은 1970년대 고밀화를 막기
위해 고도지구 변경 결정 조서(1975)에서 취했던 것과 반대되는 것으로 도시의 성장
에 따른 조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남 도시 재정비 계획5이 수립된다. 성남시 2001년의 인구
수 목표를 50만 명6으로 예상하여 녹지 체계와 가로 체계 등 도시의 골격을 구성하
였는데 그 내용 중 토지 이용을 살펴보면,‘20평 대지로 분할되어 있는 신∙증축 제
한 구역은 2~4 또는 그 이상의 필지를 합필하여 공동 주택 유형으로 재개발하여 외
관상 조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또 부족한 녹지 공간 및 공공 개념의 토지를 확보한
다. 또한 시가지 중심지에 위치한 공업 지역을 택지화하고 도심지 내에 있는 공해
업소 및 공업 관련 서비스 업소를 위한 준공업 지역을 상대원 자연 녹지 지역에 지
정한다.’한편 생활권 지역은 성남 전역을 1개 대생활권으로 설정하고 이를 다시
중∙소 생활권으로 구분하였다.

5 성남시,「성남 도시 재정비 계획」
, 1984.
6 2001년 현재 분당구를 제외한 성남 구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의 인구 합계는 53만 332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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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활권은 반경 1㎞ 내외를 범위로 행정동, 주간선도로 및 지형지세를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하였으며, 1~2개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포함하여야 하고 근린 생활
시설이 들어가도록 하였다. 소생활권은 반경 0.5㎞ 이내로서 초등학교 1개 및 주구
단위의 생활 시설이 들어가면 생활권 내에서는 통과 교통이 없도록 하고 소음원이
최소가 되도록 설정하였다.7
각 가정에서 공공시설까지의 최대 보행 거리

출전 : 성남시,「성남 도시 재정비 계획」,1984.

이렇듯 건축 허가 제한 해제 등의 조치가 단계적으로 취해졌으며, 생활권은 대∙
중∙소 생활권으로 다시 설정되었고 1970년대 주거전용 지역을 주거 지역과 준주
거 지역으로 변환하였으며, 또한 시가지 내 공단을 택지화하여 아파트지구로 변경
하는 등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개발 위주의 도시 계획이 성립되어 아파트 및 연립
주택의 신축으로 주택 유형이 다양화된 시기이다.

7 이문찬,「성남 구시가지 주거지 변천에 관한 연구」
,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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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형성 과정 특징
구분

주요 사업 및 관련 제도

1960년대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

1970년대

∙성남 도시 기본 계획
∙성남 도시 계획 변경(재정비) 조서

1980년대

∙건축 제한 조치 완화(6회)

내용
∙농촌 지역→공업 위주 도시
∙단순 주거지 확보→자족 도시조 성
∙인구 급증→주택 부족
∙주거 지역 확장 억제
∙주거 전용→주거, 준주거 지역
∙공단 축소
∙공동 주택 유형 본격적 등장

출전 : 이문찬,「성남 구시가지 주거지 변천에 관한 연구」,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용도 지역 결정(변경) 조서

단위 : ㎢ ∙%

면적

구분

구성비

기정 면적

변경 면적

주거전용 지역

2.143

△2.143

주거 지역

6.350

1.877

8.277

5.64

-

0.343

0.343

0.24

준주거 지역

변경 후 면적
-

-

상업 지역

0.895

0.195

1.090

0.75

공업 지역

1.600

△0.069

1.531

1.05

-

0.190

0.190

0.13

준공업 지역
녹지 지역

121.600

12.817

134.417

92.19

합계

132.588

13.210

145.798

100.00

출전 : 경기도,「성남시 도시 계획 변경(재정비) 조서」,1975.

2) 공동 주택 형성 과정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종래와 같은 산발적인 택지 개발을 지양하고 일단의
주택지 개발 규모를 가능한 한 근린주구 단위8로 대규모화하여 거주 생활 환경 시
설을 갖추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는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개념이 도입되
기 시작한다. 이는 낙후된 주거 환경의 개선과 쾌적한 삶의 영위라는 방편으로 제
시되어 서울시의 마포 아파트 단지, 화곡 10만 단지 건설 등이 가시화되었다. 성남
시 개발 초기의 계획 주체였던 서울시는 이러한 취지에 맞는‘대규모 아파트 단지

8 근린주구는 1929년에 C. A. Perry가 주장한 도시 계획의 기초 단위 계획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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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서울 근교에‘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의 두 가지 안을 검토하였다. 결과
적으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월등히 높은 아파트 단지 개발은 포기되고,‘일단의 주
택지 조성 사업’부지로 선정된 현 성남시가 조성된다.
성남시의 주택 현황은 1975년부터 1980년까지는 단독 주택이 성남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0년대 이후로는 공동 주택 중 아파트는 급격히 증가하고 단
독 주택은 감소하였다. 이처럼 성남시의 급증하는 공동 주택 형성 배경에는 1976년
5∙4건축 신∙증축 제한 조치에 따른 영향이 크다. 성남시는 1973년 계획도시로서
가로망과 주거지가 형성되었지만 인구의 증가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른 주거지 확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로 인하여 불법 건축물 난
립 등의 도시 문제가 야기되고 1976년 5월 4일 건축 신∙증축 제한 조치가 내려지
며 성남시의 인구를 강제로 억제하였다. 이미 5∙4조치 이전에도 계속된 인구 증가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시기별 공동 주택 현황
연도

단위 : 호

1980

1985

1990

1995

2000

37,369

40,434

41,316

38,124

37,883

아파트

782

4,732

12,432

96,419

108,714

연립 주택

417

1,350

2,213

7,664

10,483

-

-

2,120

14,479

19,095

1,174

2,115

1,831

2,573

3,565

39,742

48,631

59,912

159,259

179,740

구분
단독 주택

다세대 주택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합계

출처 :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시
기별 공동 주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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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년 5∙4조치에 따른 신축 제한 지역

1976년 5∙4조치에 따른 증축 제한 지역

출전 : 이문찬,「성남 구시가지 주거지 변천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출전 : 이문찬,「성남 구시가지 주거지 변천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980년대 제한 완화 지역

1980년대 제한 완화 지역 용도 변환율

출전 : 이문찬,「성남 구시가지 주거지 변천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출전 : 이문찬,「성남 구시가지 주거지 변천에 관한 연구」,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로 인해서 주택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976년 5∙4조치 때문에 계획은 중단되었다.
5∙4조치는 성남시의 주거지 개발을 제한하여 성남시의 균형 발전과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통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반면에 기존 분양지 외
의 주거지를 주거전용 지역으로 만들어 양호한 주택지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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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성남시가 정부에 해제 및 완화를 건의하여
6차에 걸쳐서 제한 조치가 완화되었고, 이러한 결과의 일부가 성남 도시 재정비 계
획 등의 도시 계획의 재정비로 나타났다. 성남 도시 재정비 계획에는 아파트 건립
등 공동 주택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1980년대 한창 성장기에 있던 성남시에 아파
트 등의 공동 주택과 학교를 건설할 수 있는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1976
년의 5∙4건축 신∙증축 제한 조치는 1980년대 성남시의 아파트 및 연립 주택 등
대규모 공동 주택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건설로 이어졌다.
성남시는 지형상 고지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서 구릉지 개발을 통한 고
층 고밀의 개발이 인구∙도로∙주차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었
다. 1984년 성남 도시 재정비 계획에 의하면 경사지 개발 9에 대한 언급과 함께 집단
적 개발 방식과 고밀화된 주거 방식10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독 주
택이나 연립 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조망권과 경관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하지만 성남 지역은 고도 제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고지대에 고층 아파
트를 건립할 수 없었다. 다만 1980년대 구릉지 개발이 일부 실현되어 지형상 낮은
곳은 저층을, 높은 곳은 고층을 배치하는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였다.
구릉지 개발 단면 모식도

출전 : 성남시,『성남시지』,1978, 459쪽.

9 성남시,「성남 도시 재정비 계획」
, 1984, 32쪽. 경사지 개발은 하늘을 배경으로 하여 산 정상 부분에 주거를 배치하여

자연의 스카이라인에 융해되든지 또는 산록 부분에 주거를 배치하여 사면이 되도록 한다. 한상의 고층 아파트에 의
해 평지에서 사면을 향한 전망을 해치지 않게 하며 탑상의 고층 아파트도 수와 규모를 적극 억제하도록 한다.
10 성남시,「성남 도시 재정비 계획」
, 1984, 133쪽. 약진로 개발, 제1공단 이전, 신축 제한 해제 구역에 대한 집단적 개발
방식에 의해 부족한 택지를 고밀화시켜 장래 증가될 인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5개소에 아파트 지구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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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분당의 탄생
본 장은 2004년에 성남시에서 편찬한『성남시사』(30년사) 제2권 제6편「분당 건설과 판교
개발계획」1~4장을 요약 정리하였다.

이영｜가천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1절 대규모 신도시의 개발

1. 수도권 신도시의 개발 배경
1980년대 초반부터 도시화에 따른 도시 지역의 심각한 주택난이 초래되었고
1980년대 중반 이후 무역 수지가 호전되어 유휴 자금이 조성되면서 주택 수요가 폭
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서울의 강남 지역 주택 가격은 30~50% 정도 급상승하였다.
1987년 5월 서울의 올림픽 패밀리아파트 분양을 끝으로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이 사
실상 중단되었고 8학군을 향한 강남 지역으로의 전세 입주 수요가 늘면서 아파트
가격은 날마다 올라갔다.
이런 현상은 강북 및 주변 수도권 지역으로 확산되었으며 도시 내 신시가지 건설
이 한계에 달해 수도권의 주택 문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여기에 전∙월세 파동까지
겹쳐 세입자나 무주택자의 주택 문제는 일시에 당면 과제가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주택 공급의 대대적인 확대 정책으로 해결하려 하였
다. 1960년대 이후 30년간 이어 온 수도권의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조치
를 취했던 것이다. 정부는 주택 200만 호

수도권 5개 신도시 분포도

건설 계획을 발표하였고, 1989년 4월 성
남 분당 지역과 고양 일산 지역에 신도시
건설 계획을 천명하였다. 따라서 수도권
신도시의 출현은 당시에 절박한 주택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해진 긴급 처방
의 공간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주택 부족과 투
기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다량의 공급으
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추진되었
으며 동시에 서울의 과밀로 인한 제반 문
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
였다. 그러나 현지 사정을 무시한 채 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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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내 중앙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계획 초기부터 여러 문제점
들이 노정되었다.
신도시의 기능 및 성격 규정에 있어서 초기 발표 때는‘신주택도시’로 규정했다.
특히 분당의 경우 강남의 중산층을 흡수할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 중심의 쾌적한
전원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대형 아파트 중심의 침상 도시
로 개발될 경우 심각한 교통난 및 서울의 외적 팽창을 가중시키고 무엇보다 주택
문제로 가장 고통 받는 서민층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되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
다. 이에 정부는 분당과 일산을 자족적 도시로 개발하겠다고 수정하였으며, 신도시
의 기능 및 성격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채 여론에 따라 흔들렸다. 더욱이 주민의
80% 이상이 신도시 내에 직장을 갖고 20% 정도만이 서울로 출퇴근하도록 하고 중
∙소형 서민 아파트를 최고 50%까지 건설하겠다는 계획은‘공약’으로 그치고 말았
다. 1992년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기능 및 성격 규정은 다음
표와 같다.
수도권 5개 신도시의 기능 및 성격
지역

위치

기능 및 성격

시행자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

서울 남동 25㎞

�수도권의 중심 업무지구로 기능하게 될 자족적 신도시
�쾌적한 교외 주거지

일산

서울 북서 20㎞

�예술∙문화형의 전원도시
�남북통일의 전진 기지
�수도권 서부의 중심 도시

한국토지개발공사

중동

서울 서쪽 20㎞

�부천시 신중심 업무 지역
�대도시 근교 주거 지역

부천시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평촌

서울 남쪽

�안양시 신중심 업무 지역

한국토지개발공사

산본

서울 남서 25㎞

�군포시 신중심 업무 지역

대한주택공사

출전 : 한국토지공사,『분당 신도시 개발사』,1997.

수도권 신도시는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 볼 때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
으며 도로나 공원∙녹지 등도 기존 신시가지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
족 기능 확보에 필요한 상업 및 업무 용지의 구성비가 전체의 8% 수준에 머물렀으
며 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 내 산업용지의 구성비가 20%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외국
의 자족적 신도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당초 계획대로 자족적인 수도권 신도시의
실현 가능성은 거의 희박했다. 더욱이 8%에 불과한 상업 및 업무 용지의 매각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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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방안, 그리고 실질적인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이 유기적으로 제시되
지 못한 결과, 신도시 주민의 90% 이상이 입주한 1996년 10월에도 상업 및 업무 용
지의 매각률은 50% 정도에 머물렀다.
수도권 신도시는 개발 계획 시 목표 인구를 너무 많이 책정하여 초기 계획에서 제
시했던 전원도시는 고사하고 기존 중심 도시의 고밀도 주택 개발지와 유사하거나
더욱 열악한 주거 환경을 나타냈다.
수도권 5개 신도시의 임대 주택은 전체 공급 물량의 23.7%를 차지하고 있지만 분
당과 일산의 임대 주택은 전체의 20%도 채 안 된다. 또한 25평 이하의 소형 주택 비
율도 전체의 55~68%로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상의 공급 비율인 66.5%에 다소 미
흡하고 특히 과천∙상계 지구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도
권 5개 신도시가 수도권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보다는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의
내 집 마련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시사한다.

2. 분당 신도시의 개발 배경
1) 주택 공급의 부족
정부는 1980년대 초부터 도시화에 따른 도시 지역의 심각한 주택 부족난 해소가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중요함을 인식하고 1980년 12월「택지개발촉진
법」을 제정, 동법에 의한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하여 택지를 대량 공급함으로써 증가
하는 주택 수요에 적극 대처해 왔다. 1988년 하반기에는 소득 증가, 수도권의 인구
증가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의 선호 변화 등으로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
로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 특히 중∙대형 아파트의 공급은 감소하여
가격의 급등을 유발하는 등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에 심각한 주택 문제가
발생하였다.
주택 부족이 심각하고 주택에 대한 잠재 수요가 누적되어 있었으나 주택 공급은
매우 부진한 상태였다. 이는 심각한 택지 부족 현상과 주택 건설 사업의 채산성 악
화로 인한 전반적인 주택 건설의 부진에 원인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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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가격 폭등 신문
기사(『경향신문』1988년 7월
28일)
분당 신도시 건설 신문 기사
『동아일보』
(
1989년 4월 27일)

2) 200만 호 주택 건설과 신도시
정부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택의 대량 공급이 절실하다
고 판단, 6공화국 출범 당시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1988년 9월 수립, 추진하였다. 동 계획에 의한 수도권 지역 주택 건설 물량은 총 90
만 호로, 서울시 내의 주거 지역 내 나대지 등 가용 토지에 40만 호를 건설하기로 하
였다. 나머지 50만 호는 서울 주변 지역에서 택지를 확보하기로 하고, 안양 평촌지
구와 군포 산본지구가 1989년 2월에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1989년 초
부천 중동지구와 기타 고양 원당, 능곡 일대 등 몇 개 지구가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고려되고 있었으나 이들만으로는 50만 호의 주택 건설이 어려울 뿐 아니라 주택 문
제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 수요에 부응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서울을 둘러싼 개발 제한 구역 일괄 조정 외곽 지역으
로서, 서울에서 1시간 이내의 통근권에 있고 중산층 이상의 서울 거주자를 유입할
수 있는 신도시의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3) 개발 사업 대상지 선정
1989년 4월 10일 청와대‘서민주택건설 실무계획단’은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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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을 위한 신도시 개발을 구체적으로 구상하게 되었는데, 이때 신도시 대상지는
다음과 같은 입지 선정 기준을 근간으로 하여 선정되었다.
첫째, 신도시의 건설 목적이 서울 지역의 시급한 주택난의 해소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도시를 서울 지역의 통근권 밖에 건설할 경우 서울 지역의 인구와 도시 기능
을 이전∙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장기간 소요되므로 1시간 이
내에 서울 지역과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 서울 중심 20㎞ 정도에 위치한 지역.
둘째, 서울 지역의 주택 수요와 도시 기능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주택 10만 호
이상의 건설이 가능한 300만 평 이상의 비교적 넓은 지역.
셋째, 주택 가격 폭등의 원인인 서울 강남 지역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강
남 지역의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 지역과의 교통 조건이 양호한 지역.
넷째, 신도시로서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지가가 저렴한 지역.

3. 분당 신도시 개발의 지향점
한국 신도시 개발의 성격은 국가 정책의 목표에 따라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지와 수도권의 과밀 문제를 해소한다는 두 가지 목적에 의해 개발되었다. 분당
신도시는 다음과 같은 목표 도시를 지향하며 개발되었다.
초고층 아파트와 저층 아파트가 조화를 이루는 조화의 도시, 자연환경과 잘 조화
된 주택 단지는 물론, 편의 시설이 고루 시설되어 편리한 생활권을 이룩한 도시, 스
카이라인이 단조롭지 않은 미적 감각을 최대한 살려서 자연환경과 잘 조화된 균형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
수도권과 원활하게 연결되는 교통망과 주종 도시 기능을 용이하게 연계시킨 완
벽한 교통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탄천변 고속도로 건설과 3개의 고속
화도로 신설, 기존 도로의 확장, 분당-수서-왕십리 간의 전철 건설, 5개의 전철역
을 건설하여 주거지와 연결되는 사다리형 교통망을 형성케 하여 각종 도시의 기능
원활은 물론 출퇴근 등 편리한 생활을 위한 교통 도시로 건설한다.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의 도시로 건설키 위해서 약 600만 평의 신시가지 건설 부지
중 32.3%만 택지로 조성하여 낮은 인구밀도를 유지토록 하며 자연 형태를 보존한
중앙공원 건설과 21개의 근린공원, 74개의 어린이공원과 함께 각 단지에 녹색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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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최대화한 쾌적한 도시로 건설한다. 또한 팔당 상수원의 맑은 물이 공급되며 분
진, 소음 등 공해가 없고 푸른 숲과 녹지에 둘러싸인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
공원이 가장 많은 공원도시는 물론 수림이 울창한 산들로 둘러싸여 어디를 둘러봐
도 녹지뿐인 자연 속의 녹색 도시로 건설한다.
교통 체증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범죄 없는 안전 도시로 건설키 위하
여 신도시 도로망에 충분한 면적을 할애하여 차량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보
행자 전용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입체 교
체 방식을 채택하여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하였다. 단지와 주택 영역을 구분하
여 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로 건설한다.
주택 가격의 폭등과 위장 전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서울의 8학군 병
폐를 진정시키고 새로운 교육 도시로 건설키 위하여 8학군보다 나은 교육 시설과
조용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건설한다.

제2절 분당 신도시 개발 환경 및 여건

1. 자연환경
1) 지형 지세
계획 대상 지구는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구릉지로서
서편의 광교산(528m), 청계산(538m), 백운산(564m), 국사봉(548m)과 동편의 문형산
(497m), 매지봉(400m), 검단산(535m) 등의 산록 하단까지의 지역이다. 북편에는 우면산
(290m), 구룡산(293m), 대모산(290m), 인릉산(326m) 등이 서울의 하늘을 가리고 남쪽에는

불곡산(312m)이 용인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계획 대상 지구의 서측은 평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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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개발 전 농촌이었던 분당
구 미금 일대(1970년대)

로서 경부고속도로와 인접하고, 동부와 동남부는 표고 300~400m의 급경사 산지로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계획 대상지 내의 지세는 대체로 북서 사면을 이루었다.
서울 도심에서 동남방 25㎞ 반경에 위치하며 서울의 강남지구와는 10㎞ 이내의
거리로서 교통의 요충지이다. 행정 구역상의 위치로는 성남시, 분당동, 이매동, 금
곡동 등 2구에 걸쳐 16동(법정)이며, 면적은 1978만 6000㎡(약 600만 평)이었다.

2) 대상 지역의 주변 환경
동쪽은 경기도 광주군으로서 임야 및 농경지였고, 북측으로는 모란시장에 근접
해 있었으며, 서측은 판교동∙용인군 수지면에 닿아 있는 바 중심지의 풍덕천과 동
천리에는 상당히 번화한 상가와 공장 지대 등이 형성되어 있었다.
신시가지 중앙을 흐르는 탄천은 용인군 구성면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다. 탄천으로 유입되는 세천은 약 60여 개로
신시가지 내의 세천으로 석운동에서 발원하여 구미동에서 합류하는 동막천을 비롯
하여 운중천, 금토천, 상적천, 분당천, 야탑천, 여수천 등이 신시가지 내에서 탄천과
합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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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하천의 수질은 하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주거지 및 공장에 의해 매우 심하게
오염되어 있으며, 특히 동막천의 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인문 환경
1) 인구 및 취락
계획 대상 지구가 속해 있는 성남시의 인구 증가율(1973~1988)은 6.8%로 서울의
3.3%, 수도권의 3.8%보다 높은 편이었다.
분당 신도시 건설지구 내의 가옥 소유자는 1600여 가구이며, 인구는 4700명이었
다. 세입자는 약 2400가구에 인구는 7500여 명이다. 이주 대상 가구는 총 4000여 가
구이며 인구는 약 1만 2200명이다. 주로 야탑동, 분당동, 여수동, 정자동, 수내동, 금
곡동, 구미동 등지에 집단 취락 형태로 거주하고 있었다.

2) 사회∙경제
성남시의 용도 지역 지정 현황은 주거∙상업∙공업 지역 등 시가화 면적의 비율
이 7.7%로 수도권 내에서 매우 낮은 편이었으며, 인구밀도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시가지가 과밀화되어 있었고 도시용지가 부족한 현상이었다.
계획 대상 지구는 용도 지역상 자연 녹지 지역과 생산 녹지 지역으로 나뉘어 지정
되어 있으며, 주요 도시 계획 시설로는 공원 1개소 0.35㎢와 초등학교 3개교(돌마, 신
기, 분당국교),

중∙고등학교 2개교(송림중∙고교, 양영중∙고교)가 있었으며, 2개의 고등학

교(사성고, 태원고)가 일부 편입되었다.
지목별 토지 이용 현황은 전田이 35.1%, 답沓이 32.1%, 임야�野가 22.0%로서 주로
농경지와 임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 일괄 조정에 준하
는 건축 규제「건축법」
(
제44조 2항)를 한 소위 남단 녹지(1976. 5. 4)로 지정되어, 그동안 미
개발 상태로 비교적 잘 보존되어 왔음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성남시의 전체 토지 이
용을 크게 제한하여 왔음을 보여 주었다.
지장물은 주택을 포함한 건물이 7082동, 한산이씨 종중 묘 등 분묘가 3400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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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00주, 군사 시설 1식 등이 있었고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이 된 양호한 주거지가 형
성된 곳이 8개소 있었다.

3) 교통
분당 지역은 경부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판교IC를
분기점으로 남쪽은 수원, 서쪽은 안양, 동쪽으로는 광주 등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성남시 방면에서의 접근은 성남 시가지와 서울을 직접 연결하는 지역 간 간선도로
인 왕복 6차선의 성남로와 지방도 389호선 및 385호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
다. 서울 양재동 방면에서는 지방도 393호선을 따라 서울 수서동에서 세곡동, 판교
IC를 경유하여 연결되며, 남쪽으로부터는 수원에서 국도 43호선이 계획 대상 지구
남단을 거쳐 광주로 이어지고 있었다.
주변 간선도로의 주요 구간 교통량 조사는 기존 도로망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와
국토교통부 교통량 조사 자료를 이용, AADT(연평균 일 교통량)와 첨두시간 교통량(교통
량이 가장 많은 때)을 추정한 결과,

송파로와 성남로(국도 3호선), 지방도 393호선의 세곡

동-판교IC 구간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문화유적
한양대학교 박물관이 실시한 분당지구 문화유적 지표를 조사한 결과 총 116기의
지석묘, 8기의 적석총, 8기의 사적, 2개소의 불사지佛寺址, 4개동의 고건축, 9그루의
보호수가 파악되었다.

5) 소음
환경영향 평가의 일환으로 계획 대상 지구 내의 기존 취락을 설정하여 일반 지역
소음을 실측한 결과, 주간이 43~45dB(A), 야간이 36~41dB(A)로서 환경 기준치인 주
간 55dB(A), 야간 45dB(A)에 못 미치는 양호한 상태로 판단되었다.
도로변 지역의 소음은 주간이 60~79dB(A), 야간이 59~72dB(A)로서 환경 기준인
주간 65dB(A), 야간 5dB(A)를 모두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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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항공기인 헬리콥터의 소음은 최고 78dB(A), 최저 53dB(A)로 나타났고, 기타
항공기의 소음은 최고 84dB(A), 최저 60dB(A)로 나타났다.

6)「공군기지법」에 의거한 고도 제한
「공군기지법」에 의거해 비행장과 고속도로 상 비상활주로 비행 정면에 대한 고
도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데, 지역 내 위치에 따라 제2구역(접근경사면)에서 제6
구역(원추면)으로 구분되어 각각에 해당하는 고도 제한 규정이 적용되었다.
제2구역은 거리에 따라 100~152m 이하, 제3구역은 152m 이하, 제5구역은 45m
이하, 제6구역은 45~145m 이하로 각각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되어 있다. 계획 대상
지구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건축에 그다지 제한이 없으나, 북쪽 부분의 일부에서는
초고층 아파트의 건축이 불가능하였다.
「공군기지법」에 의거해 연기를 발생시키는 굴뚝의 설치가 제한되었는데 이 지역
의 에너지 공급 방식의 결정 시 제약 요소가 되었다.

제3절 분당 신도시 개발 계획

1. 신도시 개발 계획
1) 경기도 건설 종합 개발 계획(1981)
수도권 내의 이전 촉진 권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전국적인 집배 기능을 제고하
기 위해서 계획 대상지를 포함하는 제한 정비 권역 내에 유통 기지를 건설하는 한
편, 과천∙광명∙광주∙하남 등을 업무 및 근교 주거 도시로 육성시킨다는 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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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도로망(『동아일보』1996년
5월 13일)

제시하였다.
계획 대상 지구가 속해 있는 성남시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통하여 기존 시가지의
토지 이용을 고도화하며 수용 능력을 32만 명까지로 확대하는 한편, 1991년까지 수
내동, 서현동, 정자동 등을 중심으로 한 남단 자연 녹지를 전용하여 인구 약 20만 명
을 수용할 수 있는 870㏊ 규모의‘신주택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1991년 이후의 시가지 수요에 대비하여 야탑동 주변에 306㏊를 시가지 조성 구역
으로 설정하는 것도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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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남시 도시 계획(1984년 재정비 계획)
통칭 5∙4조치(1976) 이후의 남단 녹지에 대한 개발 억제 및 기존 시가지에 대한
제반 행정적 통제를 계속 유지하여 2001년 목표 인구를 50만으로 유지한다.
부족한 상업 및 서비스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시 기능을 신축성 있게
수용한다. 도시 생활권의 체계화로 일상생활 여건의 자체 충족을 유도한다.
경기도 건설 종합 개발 계획이 제시한 남단 녹지에 인구 20만 명을 수용할 수 있
는 규모의 도시를 개발하는 안을 포기하는 대신, 기존 시가지 내 또는 인접 지역의
자연녹지나 공단 이전지를 활용하여 늘어나는 인구를 수용한다는 기본 전략을 택
하여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였다.
수도권 광역 교통 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간선도로의 정비∙확충과 함께 통과 교통,
우회 교통 등의 교통 체계 확립을 위한 계획을 입안하여 내놓았다. 도시 계획 구역
내의 능선 경관과 자연을 보존하고 이들 상호간을 연결하는 녹지 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실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공원 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주거지 내에 지
정된 공원을 폐지하는 대신 분당유원지를 공원으로 확대∙지정하였다.
수도권 광역 상수도 확장 계획에 따라 목표 연도에는 20만t의 용량을 확보토록 함
으로써 상수 공급이 불가능한 자연 부락을 제외한 97%의 급수 공급률과 1인 1일
400의 급수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시설 계획이 추진되었다.

3) 개발 계획 업무 추진 경위
1989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당지구와 일산지구에 대한 신도시 개발 구
상을 담은 서울권의 대단위 주택 단지 개발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 재가를 얻어
신도시 건설이 사실상 확정되었다. 수차례 관계관 회의와 1989년 4월 26일 계획안
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을 거쳐, 1989년 4월 27일 주택 관계 장관 회의에서 새 주택
도시 건설 계획으로 공식 발표되었다.
분당 신도시 건설 계획은 수도권의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조치
적 성격을 갖고 있다. 주택 공급 물량 부족과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수도권의 주
택 가격이 서울 강남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폭등하게 되고 이러한 추세
가 지방으로 급격히 확산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을 시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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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심각한 사회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가 1988년부터 추진해 오던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에 의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분당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게 되었다.

4) 정책 목표 및 기본 전략
주택 건설 정책의 주요 목표인 주택 시장의 안정과 수도권의 과밀 억제를 효과적
으로 추진하기 위해 첫째, 주택의 대량 공급을 위하여 서울 지역의 주택 수요를 흡
수하되, 주택 공급의 조기 가시화로 주택 분양 지연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둘째,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기능과 인구를 수도권 내부에 분산하고 수도권 외
부로부터의 인구 유입 규제를 추진 전략으로 내세웠다.
분당 신도시는 정부의 신도시 건설 기본 전략에 따라 주택 대량 공급을 위하여 42
만 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도시로 구상하여 신도시 건설 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였
다. 제1단계(1989년)는 계획 수립 및 시범 사업 착수 단계로, 계획 수립, 국민 홍보, 시
범적 주택 분양, 주요 기반 시설 착공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신도시 건설을 가시
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제2단계(1990~1992년 초)는 도시 기반 시설 건설 단계로 주택
분양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전철,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 기반
시설을 완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제3단계(1992년 초 이후)는 본격 입주 단계로 주민
입주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1992년 3월까지 전철 개통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업무∙상업 시설의 건설로 도시 조성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주요 공공시설과 복지 시설을 적절히 수용하며 대단위 상업∙유통 시설을 유치
하여 서울의 상업과 업무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서울로부터 인구 분산
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족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상업, 업무, 교육,
문화 등 자족적인 도시 기능을 고루 갖추어 장기적인 성장을 감안하였으며, 특히
강남 지역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환경에 과감한 투자를 하여 가
장 좋은 학교, 가장 우수한 교사를 배치하고, 강남 우수학교 수준의 초등학교가 육
성되도록 계획하였다.
수도권 외부로부터의 인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공장이나 대학 등의 설립을
규제하고,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는 수도권 거주자에 한하여 입주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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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이매동 택지 조성

5) 개발 사업 추진 조직
청와대는 200만 호 주택 건설 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설치된 대통령 비서실 내 조
직인‘서민주택건설 실무기획단’이 신도시 건설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국토교통부에는‘신주택도시 건설기획실 창설준비단’이라는 임시 기구가 창설
되었다.‘신도시건설기획실’이 설치되어 신도시 개발과 관련 기획의 총괄, 관계 기
관간의 업무 조정, 신도시 개발 사업의 지위 등 사업 추진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
였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로 신도시 종합
담당관실이 설치되어 총괄적으로 지원하였다.
1989년 7월 1일 성남시는 시 조례에 의거해 분당지구 개발사업소가 설치되어 운
영되었으나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 부문별로 관련 업무를 지원하였다.
이후 분당출장소는 1991년 9월 17일 분당구청으로 변경되어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일시 농지 전용 허가, 토지 거래 업무와 단독 주택 건축 허가 등 일반적인 시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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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였다.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의 택지 조성, 공급뿐만 아니라 도시 기
반 시설을 포함한 포괄적인 도시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서「택지개발촉진법」이 정
하는 절차에 따라 용지의 취득,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의 작성, 지구의 간선 시설
및 지구 내 기반 시설을 포함한 택지 조성 공사의 집행 등을 수행하였다. 1989년 4
월 27일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현장 조직으로 분당 신도시 직할사업단을 조
직하여 성남시에 사무실을 두고 현장에서의 신도시 건설 사업을 수행하였다.

2. 도시 설계
분당 신도시는 1989년 5월 4일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후 1995년 6월
30일까지 총 10차에 걸쳐 지구 지정 변경과 개발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과정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지구 지정 변경의 유형은 추가 편입이나 제척에 따른 구역계
변경 및 면적 증감과 지구계 변경 없이 면적만 변경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1) 기본 목표 및 설계 방향
첫째, 전원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도시 설계를 위하여 주변 산의 녹지가 자연스
럽게 시가지로 관입되는 느낌으로 도시 경계부 녹지 공간에서의 수종 및 식재 방식
등을 선택하고, 선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녹지 공간은 단절감을 주지 않도록 하며,
공원과 하천 등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녹지 공간은 개방감을 주도록 설계한
다. 또한 어린이공원과 아파트 단지 내의 옥외 공간은 고립시키지 않고, 주변 녹지
와 연결시켜 더욱 풍부한 공간이 되도록 하며, 가로수와 아파트 단지 경계부의 식
재를 일체화하여 가로변 녹지의 깊이를 깊게 보이게 한다.
둘째, 첨단 업무 도시의 이미지 고양을 위한 도시 설계를 위하여 도시 상징탑이나
초고층의 업무용 건물을 개발 초기에 유치하여 그 외관이나 내용에서 첨단 업무 도
시의 미래를 표출하도록 하고, 특히 고속도로변 업무용지의 도시 설계는 그곳에 입
지할 건물이 정연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고려하며, 업무 기능이 주로 입지하게 될
전철 역사(정자역)와 역에 인접한 광장 부분은 첨단 업무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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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스카이라인 계획

되도록 설계한다.
셋째, 활기찬 도시 경관을 담은 도시 설계를 위하여 경관을 구성하는 물적 요소들
이 다양성∙연속성∙규칙∙변화 등 일반적인 미적 규범에 의해 통합되는 심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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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도시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어도 자기의 위치를 쉽게
식별할 수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인식성,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
을 중심으로 도시를 인식하고 일상생활이 영위되는 주거 공간을 중심으로 그곳에
고유한 특성을 갖도록 하는 장소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넷째, 세부 설계의 완성을 위한 도시 설계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주차장∙신호
등∙도시 사안∙가로등∙가로 식재∙보도 포장∙가로장치물∙횡단보도 설계∙보
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와 차로와의 교차점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다.
다섯째, 도시 개발 촉진을 위한 도시 설계를 위하여 주택∙상업 및 업무∙공공 건
축 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한다.

2) 영향 평가
(1) 환경영향 평가

1989년 8월 11일 한국토지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는「환경보전법」제5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 평가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유, 환경청장에게 성남 분
당 택지개발 사업 환경영향 평가 협의 요청을 하였다. 환경청은 동 환경영향 평가
서를 검토한 후, 환경영향 평가서상 미비점을 지적하고 1989년 9월 7일「환경보전
법」제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지질, 토지 이용,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 부문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에 보완 요청을 하였다. 한국토지공사는 환경청
이 보완을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1989년 9월 28일 보완 보고서를 작성, 환경청에 제
출하였다.
환경청은 환경영향 평가서 및 보완 보고서를 검토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개발 사업으로서는 최초이자, 환경청 전체로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업에 한하여 실
시하는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1989년 10월 4일 개최하여 분당 택지 개발 사업
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심의하였다. 1999년 10월 13일 환경영향 평가 협의 의견
을 한국토지공사에 회신함으로써 환경영향 평가 협의가 완료되었다.
협의 내용 이행을 위한 사후 환경 관리 계획 부문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는 환
경청이 협의 회신 시 협의 조건으로 요청한‘종합환경 관리계획’을 환경청에 제출
하였다. 또한 본 환경 관리 계획의 추진 상황 및 조치 결과와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
영향 정도를 조사∙분석한 연례 보고서를 분당 신도시 주민 입주 완료 다음 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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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말 기준으로 작성, 환경청에 제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1991년 이후에는
사후 환경 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대기질, 지표수, 소음(항공기) 등을 주기적으로 측정
하여 작성한‘사후 환경 관리 보고서’를 환경 관리 계획의 연례 보고서로 서울지방
환경청에 제출하였다.
(2) 인구영향 평가

인구영향 평가는 수도권 내에서 시행되는 대규모의 개발 사업이 수도권의 인구
집중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 평가하여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최
소화하고, 수도권 내에서의 인구 분산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
되었다.「수도권 정비 계획법」제22조에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1984년 7
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사업 면적 1785만㎡(지구 지정 당시)의 분당 신도시는 수도권 정비 기본 계획상 제한
정비 권역에 속하며 계획 면적 100만㎡ 이상의 주택지 조성 사업에 해당되므로「수
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거한 인구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인구 집중은 미미하며 수도권 내 인구 재배치에
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의 대량 공급, 수도권 주택 부족률 완화
와 함께 수도권 주민의 질적 생활 향상 등 영향이 지대함으로 이 사업의 시행은 타
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광역 교통망 및 교통영향 평가

한국토지공사는 분당 신도시에 대한 광역 교통망 체계를 검토하고 도시고속화도
로를 포함한 연결 도로망 확충, 지하철(전철) 신설 등 광역 교통망 확충 계획을 반영
한 교통영향 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 결과 4차례에 걸친 서울시 교통영향 평
가 전문위원회의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거쳐 1990년 3월 23일 심의를 통과하였다.
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정부는 1989년 4월 27일 신도시 건설 계획 발표 당시 서울
지역과의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망 계획을 구상하여 함께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안은 광역적인 교통망 및 교통영향 평가 이전에 검토된 내용으로 정
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에 따라 수도권 내에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기존 도시 내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서
울의 광역화 현상과 함께 기존의 과밀한 서울과 주변 도시의 인구 및 도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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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및 택지 개발 지역에 일부 분산 수용하게 되었다. 정부는 이로 인한 수도권
공간 구조의 변화가 전망됨에 따라 신도시 개발 지역과 서울 및 인접 도시 간의 기
존 교통망 체계와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책을 제시하고, 2000년대를 향한 합리적이
고 체계적인 수도권 광역 교통망 체계 정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광역 교통망
기본 계획 조사를 추진하였다.
광역 교통망 기본 계획 조사는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 및 교통영향 범
위로서 주로 서울시와 연결되는 간선축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분당, 일
산 지역 신도시 개발 사업이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한 1993년을 단기 목표 연도로 하
고 사업 완료 후 5년이 경과하는 1997년을 장기 목표 연도로 정하였다.

3) 계획 지표 설정
(1) 인구 지표

신도시는 기존 도시와 같은 장래 예상 인구를 추계하는 과거의 인구 증가 경향이
없고, 도시 경제 규모의 증가에 따른 취업 기회의 확대 등 인구 증가 요인을 예측하
는 지표가 없어 목표 인구의 추정이 가용지 면적(지정 면적)과 개발 밀도에 의해 이루
어졌다. 정부는 과천 정도의 환경 수준을 갖는 신도시 개발을 전제로 과천의 총 밀
도(235인/㏊ : 계획 인구에 대한 개발 면적의 비율)를 분당에 적용하여 목표 인구 42만 명, 10
만 5000가구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편 신도시 개발에는 지형 조건에 따른 가용지 면적의 차이가 심하므로 단순히
타 지역의 개발 면적 기준 밀도 도입은 불가하며, 신도시의 성격에 맞는 다음과 같
은 새로운 기준 밀도가 도입되어야 했다.
첫째, 도시 기능과 토지 배분 간의 관계에서 보면, 앞서 기본 전략에서 검토된 바
와 같이 수도권의 기능 배치와 신도시의 자족화 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 기능
수행을 위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확보되어야 했다.
둘째, 지형 조건과 개발 방식에 따른 가용지의 면적 비에서 보면, 도시마다 갖는
지형 조건에 따른 이용 가능 면적의 상이와 기존 도시가 갖는 장래 확장 및 성장을
감안한 개발 가능지를 중심으로 총 밀도 개념이 아닌 순 개발지에 대한 용도별 토
지 배분비와 순 주거지에 대한 인구밀도(순밀도)가 목표 인구 설정의 근거가 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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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개발 밀도에 의한 주거 환경의 수준에서 보면, 개발 밀도의 설정은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위한 객관적 척도가 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시가지나 신도시
사례 지역 중 순 인구밀도 954인/㏊가 되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은 고밀도 지역으
로 인식되고, 495인/㏊, 542인/㏊인 서울시 양천구 목동과 경기도 과천의 주거 환경
은 비교적 쾌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2) 주택 지표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전국적으로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1992년까지 공
급하되, 소득 계층별로 지원 정책에 차등을 두어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중산층을 위한 가구를 전용 면적 18~25평으로 보고, 평형별 공급 비율을 기
준할 때 평균적으로 20~21평형으로 잡았다.
국토개발연구원의‘분당∙일산 신도시 계획을 위한 주택 수요 조사’에 의하면
분당 신도시 입주 희망 가구의 소득은 중상 이상이며, 연령 구조는 35~45세, 선호
주택 유형은 중∙고층 아파트, 주택 규모로 볼 때 수평 이동보다는 상향 이동으로
시설 측면에서도 9~10평 규모에 방 1개 정도의 추가 공간을 원하고 있으며, 희망 평
형은 전용 면적 30.8평에 3~4개의 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시장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당 주택 평균을 30평으로 하고, 예상
지가와 건축비를 고려한 평균 용적률을 180% 내외로 설정하였다. 수용 인구밀도(순
밀도)를 500~550인/㏊ 수준으로 볼 때 예상 수용 인구는 약 39만 명이 되었다.

유사 도시의 토지 이용 패턴 및 상업 시설 구조를 비교∙분석해 보고 신도시 밀도
등을 감안할 때 상업용지 용적률은 200~300%가 되었고, 필요한 부지 면적은 약
84~102만 5000㎡가 되었다.

4) 토지 이용 계획
주택 건설용지의 경우는 100~300만 평 규모로 전체 개발 면적의 평균 40~50% 비
율이며, 상업 업무용지는 2.0~2.5㎡/인의 원단위 적용하여 적정 비율을 3.5%로 잡
았다. 공공시설용지는 인구 및 주택 규모에 따른 자연 조건, 관계 기관의 협의 등을
감안하여 산정, 공원 녹지의 경우는 전체 인구 대비 0.6㎡/인을 원단위로 산정하여
도시 전체 녹지율을 20%선으로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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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 상업 지역 및 대중교통 수단과 인접한 지역
은 저소득층을 위한 쇼핑∙고밀 주거지로 계획하
고, 외곽부는 중∙대형 저밀 공공 주택이나 단독 주
거지로 개발되도록 하였다. 특히 공공 주택지의 경
우는 근린 공공시설, 근린 생활 시설, 어린이공원
등의 이용권 및 적정 밀도 배분 등을 고려한 단위
가구(300×400m)를 설정하였다.
도시 내 직주 근접을 도모하고, 도시 공간에 활력
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주거 단지와 상업지의 복합
용도를 주요 활동축에 두었으며, 보존 가능 양호한
주거 단지의 위치 및 성격 등을 감안하여 주거 단지
를 계획하였다. 또한 원주민의 생활 기반과 기존 주
거지의 상황이 고려된 이주 단지의 계획으로 지역
성과 역사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며, 계획되는 시
설들(시장, 공공시설 등)과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계획

중심 상업용지
중심 업무용지

하였다.

중심 상업∙업무용지 계획

택지 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된 이후, 구적오차求積
誤差에

따른 지정 면적과 공부 면적의 상이 및 용도

변경으로 인한 지정 변경과 개발 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신청, 승인을 받았다.
이후 개발 계획은 11차, 실시 계획은 7단계에 걸쳐 변경되었다.
도시의 자족성을 위해 유치하는 공공 기관, 하수처리장 등의 도시 서비스 시설들
을 고속도로변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도시 내 통과 교통 유발도 배제시키고, 배후
주거 단지의 소음 차단 효과도 꾀하였다. 특히 중심 상업용지는 도시의 성장(북서 방
향)을

고려하였으며, 도시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뻗어 있어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

역으로의 접근성이 균등하므로 도시 내부의 평탄지를 중심으로 지형상 경사 흐름
의 저지대인 탄천변을 따라 선형으로 두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도시 활동의 중
심이 되는 시청사, 시민회관, 시의회 등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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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형별 건설 계획
1) 주택 건설 계획
분당 신도시는 당초 주택 도시의 건설을 목표로 시작되었고, 개발 방식도「택지
개발촉진법」에 의거한 공영 개발 방식을 채택한 관계로 공공 주택 건설이 중심이
되었다. 단지 타 공영 개발 사업에서와 같이 전체 주택용지의 약 10%에 달하는 개
발에 따른 이주민을 위한 단독 택지 계획이 수립되었다.
분당에서 확보된 단독 택지는 총 72만 5298㎡로 전체 주택용지 635만 2648㎡의
11.4% 수준이다. 이는 존치 예정인 단독 택지 약 140가구를 제외하고 1필지당 약
60~70평, 용적률 100% 적용 시 신규 주택 약 3010가구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 필지수는 주택을 갖고 있는 현 주민 약 1500가구와 구역의 도로 등 기반 시설 공
사로 인해 발생되는 이주민 약 300~400가구의 필지를 공급하고 나면 약 1000여 필
지만을 일반 분양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계획 지구에 목표로 하는 인구의 최대 수용에 따른 용적률을 높임에 따라 충분한
공간 확보가 불가하여 지형적 여건, 경관의 보전, 스카이라인 형성 등의 이유로 꼭
필요한 지역에만 배치토록 계획하였다. 전 지역의 연립 주택용지는 단독 주택용지
와 비슷한 정도인 12.3%, 총 79만 191㎡이었다. 계획된 연립 주택용지는 용적률
100%에 가구당 평균 38.7평을 기준으로 약 6468가구를 수용할 수 있으나, 연립 주
택의 속성상 차이로 인해 대형(소위 빌라 형태)과 소형이 적절히 혼합되어 공급되도록
계획하였다. 아파트용지는 전체 주택용지의 76%인 483만 7159㎡였다. 여기에 임
대, 국민, 분양 형태의 적정 비율로 5~6층의 저층에서부터 25~30층에 이르는 초고
층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구에 적극 부응토록 하였다. 아파트용지 전체에
는 평균 용적률 184%인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수준의 밀도로 계획할 때 평균 평형
30.6평의 8만 8102가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도로 교통망 계획
서울시와 주요 연결 도로인 성남로(국도 3호선), 그리고 지방도 393호선의 기존 도
로를 최대한 확충하고, 우회 도로로 분당-모란 간 도로는 확장하며, 분당-하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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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도로는 신설하기로 하였다. 수원과의 연결 도로
인 국도 43호선은 기존 계획 외에 2차선을 더 확장
토록 하였으며, 경기도 광주와 연결되는 도로도 교
통량을 감안하여 확장하도록 하였다.
이들 기존 도로 외 서울과의 직접 연결 신설 도로
는 도시고속화도로를 계획하였다. 탄천변을 따라서
서울 도심과 직접 연결하는 수서 및 올림픽대로 방
향과 강남 지역과 연결하는 양재 방향의 2개 노선을
신설하여 교통 분산을 모색하였다.
주간선 도로망은 도시 외곽의 지역 간 간선도로
를 지형에 맞추어 적정 간격으로 연결시킴으로써
도시 내 도로의 주 골격을 형성토록 하였다. 사다리
형의 간선 도로망을 구성하고, 사다리간의 연결 부
범례

문에 전철역 등을 설치하여 중심성을 제고시키도록

주 간선도로
보조 간선도로
집산도로
지하철
지하철역

계획하였으며, 폭원은 27.5~40m로 하였다.
보조간선도로는 생활권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기

도로망 계획도
출전 : 한국토지공사,『분당 신
도시 개발사』,1997.

능을 담당하므로 폭원을 20~30m로 하였으며, 집
산∙분산 도로는 근린생활권 내 교통의 집산∙분산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폭원을 12~20m로 하였다. 단독 택지의 필지별 접속 도로
인 국지 도로는 차량 양방 통행이 가능한 6~10m로 계획하였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근린 생활권 내의 공공 및 편익 시설을 연결하는 차량 통행이
배제되는 도로와 상업 지역 내 상점가의 전면도로 부분이므로 주요 폭원은 15m로
하고, 기능에 따라 4~30m의 다양한 폭으로 계획하였다.
분당-수서(서울 강남)-왕십리(서울 도심) 간을 연결하는 수도권 전철 분당선을 신설
하여 왕십리에서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국철이 연계되고, 서울 강남의 선릉에서는
2호선, 수서에서는 3호선이 연계되도록 계획하였다.
전철은 도시 간 철도의 기능을 부여하여 중심축을 따라 노선을 계획하고, 도시 내
에는 지하화하여 도시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다. 6개의 중생활권 중
심에 역사를 마련(지하

2개소, 지상 4개소)하고, 역사마다 광장∙주차장∙버스정류장∙

환승 시설(공용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등) 등을 설치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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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축-녹지축 기본계획

출전 : 한국토지공사,『분당 신도시 개발사』,1997.

3) 공원∙녹지 계획
도시 중심 녹지축은 청계산-중앙공원-불곡산을 잇는 엇비슷한 축으로 동편 구
릉지의 자연 지형이 탄천을 향해 손가락을 뻗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한산이씨의
종중 묘가 있는 도시 중심 녹지 공간을 중심으로 소생활권별로 공원을 두도록 하되
자연 지형 등 보존 대상 녹지를 우선으로 공원화하였다
탄천변은 둔치를 정비하여 운동을 위한 공원화하여 주변 생활권 간의 연결 녹지
축으로 활용하였다.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변에는 소음 방지를 위한 시설 녹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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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원과 인근을 둘러싸고
있는 분당 지역 아파트

두며, 보행자 전용도로와 녹지 체계를 연계시켜 계획하였다. 또한 주요 수경 요소
인 탄천의 수질을 정화하고 수중보를 설치하는 등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 수변 이
용을 증대시키도록 하였다.
중앙공원은 분당구 수내동 산3-2번지 일대 47만 560㎡(14만 2344평)의 광역 생활권
중심의 자연형 근린공원이며 지리적으로 분당 신도시의 중심지에 위치하는 한산이
씨의 종중 묘가 있는 야산으로, 시청과 중심 상업 지역 등 도시의 중심 기능과 맞닿
아 있다. 따라서 묘역 일대를 보존하여 전통적인 한국형 공원과 근린공원의 편의
시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분당의 랜드마크로 계획한다는 기본 방향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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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중심으로 문화 시설과 공용의 청사 등을 인접 배치하고 도시 전역에서 공원
이용 편의를 위하여 보행 녹지는 입체로 연결하였다. 보행권 밖의 주민 이용의 편
의를 위하여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토록 계획하며, 공원의 성격을 기존 묘역과
사당, 보호수, 출토 유적과 유물 등을 이용하여 신개발지 내의 전통적인 공원의 성
격을 갖도록 계획하였다.
분당 신도시에 계획된 근린공원은 21개소에 총 면적 240만 6000㎡이다. 중앙공원
을 제외한 20개의 공원이 입지에 따라 녹지축 상, 특수(주택 공원, 야생화 공원), 자연형,
천변, 근린 주거형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되었다. 어린이공원은 입지 특성에 따라
복합 용지 내 공원, 천변 공원, 연립 및 단독 주택지 공원, 고밀도 주거 단지 내 공원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는데, 분당 신도시에 계획된 어린이공원은 73개소 총 면
적 26만 1000㎡로 계획되었다. 보행자 전용도로는 지역 내 중심 상업∙업무 지역
및 주거 용지 내 소로 4류~대로 2류에 조성된 주택 단지를 관통하거나 공원∙녹지
의 연계를 위하여 만들어진 폭 4~30m의 도로로 계획되었다.
분당 신도시에는 10개소 약 26만 8000㎡의 경관 녹지가 계획되었다. 경관이 양호
한 지구 경계 부분에 기존 자연환경의 보존 및 개발의 경계를 위한 경관녹지를 계
획하게 되는데 경관 녹지 주변 지역에는 주로 주거 단지가 분포토록 하였다. 이를
위해 약 119개 노선에 3만 1000그루의 가로수를 구간별, 방향별로 수종樹種을 달리
하여 식별성, 연속성을 강조하도록 계획하였다. 식재 간격은 8m 기준으로 일렬 식
재를 원칙으로 하며 교차로 부근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관목 식재
로 변화를 주었다. 남북 방향의 가로는 은행나무를, 동서 방향은 버즘나무를 주 수
종으로 식재하되 목백합과 중국단풍나무를 부분적으로 삽입하였다.

4) 공공시설 계획
(1) 교육 시설

계획 대상 지구는 도시권 정비 기본 계획의 제한 정비 권역으로서 대학의 신설이
금지되어 있었다. 주거 중심의 택지 개발 사업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광대한 면적
이 소요되는 대학의 수용은 어려우므로, 각 교육 시설은 통학 거리를 고려하여 적
정 거리로 배치하되 초등학교는 주간선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하였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의 교육 시설 결정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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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고, 설치
기준은 유치원의 경우 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과 주
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리
고 각 시설 기준은 유아교육 진흥법 및 시행령, 교
육법 시행령, 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 학교 설치 기
준령 등을 따르기로 하였다.
유치원은 인구밀도를 감안하여, 단독 택지에만
기준 면적을 개소당 800㎡로 하여 11개소 1만 2214
㎡에 유치원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초등학교는 분

내정초등학교(분당구 수내동)

당 신도시 주택 수요 조사 결과 타 도시(12%)보다 주
민 구성이 안정기에 접어든 가구의 수요가 높아 취학 아동 비율을 계획 인구의
11%(타 도시 12%)를 적용하였다. 성남교육지원청의 예산 배정 등을 사유로 협의한 결
과 1개교당 1만 1500㎡를 적용함에 따라 총 27개교 31만 4984㎡의 초등학교를 설
립하기로 하였다. 중학교는 1개교당 1만 1500㎡를 적용함에 따라 총 16개교 17만
2852㎡의 중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고등학교는 분당 신도시의 성격 및 장래
취학률 감소를 예상하여 계획 인구의 4%(타 도시 6.0%)를 적용하였다. 1개교당 1만
3500㎡을 적용함에 따라 총 15개교 21만 9762㎡의 고등학교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특수학교는 중증장애아 출현율이 전국 평균 0.46%임을 감안하여 약 380명의 특수
교육 대상자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1개교 1만 2000㎡ 부지를 확보하였다.
(2) 공용 청사

계획 대상 지구 내 1개소만 설치되는 공공시설(구청, 교육청, 보건소, 등기소, 세무서, 경찰
서 등)은

중심 상업 지역에 배치하되 한 부분에 집중 배치토록 하여 중심 상업 지역

의 활동이 단절되지 않도록 적절히 분산 배치하기로 하였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청사는 도시의 중심 녹지축 상에 배치하여 도심의 이미지
를 높이도록 계획하며 동단위로 배치되는 파출소, 주민센터는 군집시키되 주민들
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근린상업 시설에 인접 배치하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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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 복지 시설

계획 대상 지구가 신도시인 만큼 향후 증가되는
사회 복지 수요에 맞추어 충분한 사회 복지 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복지 시설 중 이용 시설(종합복지
관, 청소년회관, 장애인복지센터 등)은 이용이 편리한 도시

중심 지역이나 근린공원 부근에 설치하고 수용 시
설(양로원, 고아원 등)은 주거지와는 분리되어 있으면
서도 자연 환경이 양호하고 외부와의 연결성이 좋
은 근린공원 등에 설치하기로 하였다.

성남 중앙도서관

이용 시설은 인구 20만 명당 1개소를 설치토록 권
장하고 있는 바, 장애인복지센터 1개소, 장애인체육센터 1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
개소를 설치하고 수용 시설은 성남시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하여 양로 시설 2
개소, 보육 시설 2개소를 계획하였다.
(4) 문화∙도서관∙종합 의료∙종교 시설

시민회관, 박물관 등 문화 시설은 분당 신도시의 경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출토된
문화 유적을 도시 개발 역사와 함께 기록하는 시설로서도 그 의미가 깊다. 이들 사
회 문화 시설은 시민 활동의 중심이므로 청사들과 연계시키고 중앙공원과 한 덩어
리로 배치하여 이 일대를 도시의 상징적인 활동의 중심이 되게 하고, 3개소 3만
1480㎡의 부지를 계획하였다.
도서관은 성격상 지역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시설 위치 및 배치 기준이
매우 중요하였다. 분당 신도시는 도시 규모 및 생활권을 고려하여 1개소의 중앙도서
관과 5개의 근린 도서관을 계획하여 총 6개소에 1만 8244㎡의 부지를 확보하였다.
의료 시설이라 함은 입원 환자 80인 이상 수용 가능한 종합병원을 말하는 것으로
분당 신도시는 진료권 편성상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의 1차 진료권에 속한다. 800
병상 규모 1개소, 500병상 1개소, 250병상 3개소가 확보되도록 계획하였다.
종교 시설에 대한 수요는 각 종교 시설의 이용 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분당
신도시의 경우는 각 종교 시설에 대한 배치 기준 및 단위 부지 면적을 기존의 종교
시설들에 비해 크게 적용하여 난립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분당 신도시에 필요한 종
교 시설 수요는 32개 정도 산정되었으나 공동 택지 내 설치되는 시설을 감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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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지구 내 분포되어 있는 기존 종교 시설수(15개소)를 고려하여 26개소의 종교 시
설을 확보하였다.

5) 공급 처리 시설 계획
기존 성남시의 3개 정수장 시설[복정∙탄천(수진)∙사송(성남)] 중 광역 상수도 3∙4
단계에 공급되는 사송정수장의 용수를 공급 우선으로 선정하며 상수 공급의 안정
성과 대상지 내 균등 수압의 유지를 위해 사업지구를 3개의 배수 구역으로 분할하
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2001년 39만 명, 1인 1일 급수량 495ℓ, 1일 최대 급수 소요량 19만 3000㎥ 기준으
로 계획 지구의 상수 소요량을 추정해 보면 사송정수장의 3∙4단계 시설에서 각각
6만㎥/일(1991년 준공)과 9만㎥/일(1995년 준공)의 물을 분리∙공급받아야 했다. 하수 처
리는 기존의 성남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확장하여 신도시 전용하수처리장(1992
년 준공, 17만 5000㎥/일)으로 신설하여 처리토록 하였다.

전력 수요량 산정은 주거의 경우 호당 전력 수요량을 기준으로, 상업∙업무용과
공공용은 연면적당 전력 수요량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기존 송배전 체계의 강화
로 손실 전력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을 정비하고 확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
여 계획 지구 북측과 중간의 2곳에 변전소를 설치, 종합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확립
하였다.
통신 공급 대상은 주거용, 상업∙업무용, 공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시설 수요를 추
정하였다. 공중전화의 수요는 이용 인구 500인당 1회선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
였으며 전화 공급을 위한 통신 시설로 전화국 2곳을 계획하되 한 곳은 텔레콤프라
자로 계획하였다.
도시가스는 대상 지역 전역의 환경을 고려하여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며,
가스 공급은 중앙 공급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각 시설별 수요량을 감안한 총 계획
가스량은 255㎥/일이었다. 또한 저렴한 에너지 공급과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
한 열병합발전 설비에 쓰레기 소각 장치를 설치하는 자연 난방 방식을 도입하여 계
획 지구 전체 난방 면적을 산정하였으며, 열 및 에너지 공급을 위한 난방 부하량과
연료 소요량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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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환경 조성 계획
도시 설계물(교량, 상징탑, 안내판, 가로 시설물 등)의 설계에 예술성과 통일성을 부여하
고 환경 조각물 등 예술 작품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주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설계
에 우수한 설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 환경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도시
환경의 예술성을 제고시키도록 하였다.
시범 단지는 분당 신도시의 이미지 부각과 대표적인 주택 단지 조성의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민간의 사업 참여 의식을 높이며 건설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
보하려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공모 결과 22개 업체에서 18건이 응모되었으며, 심
사 결과‘현대산업개발’의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당선되었고,‘한신공영’과‘삼성
종합건설’은 공동 응모하여 2위,‘한양’및‘우성건설’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하
여 주택 건설 업체로 선정되었다.
신도시 건설은 기존 도시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서 벗어나 이상적이고 쾌
적한 환경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에 계획가나 설계가가 그간 이론적으로만 주
장해 왔던 각종 도시계획상의 원칙과 바람직한 주거 문화의 기법을 신도시에 실제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 도시 건축 문화의 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주택 전람회는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의 우수한 건축가를 선정하여 단독과 연립
주택을 대상으로 설계를 담당케 하여 전문가에 의한 주택에 예술성을 부여한 작품
들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의 주택 상품 개발로 토지 매각
을 촉진함과 동시에 타 지역에 파급 효과를 유도하여 더 한층 발전된 주택 문화 형
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새로운 주거 문화의 창조’라는 주제로 추진되었다.
1990년 3월 2일 신도시 주요 시설물 계획에 대해 현상 공모를 실시하라는 국토교
통부의 시달로 분당구 백현동과 궁내동 일원의 토지 이용 계획상 상업용지와 유원
지로 계획된 부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반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였
다. 1991년 1월 28일 현상 공모 결과 토지 이용의 효율화 및 단지의 입체적 이용과
교통 처리가 돋보인‘한울건축’과 개별 건축물의 설계가 뛰어난‘건원국제건축과
삼우종합건축’두 작품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어 개발 계획 시 당선 업체가 건축 기
본 설계에 참여토록 하는 혜택이 부여되었다. 한국토지공사, 국토개발연구원, 당선
작 설계회사 등 관계자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당선된 2개의 마스터플랜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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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변에서 산책과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들

보완하고 이를 근거로 도시 설계안을 작성하였다.
탄천, 여수천, 야탑천, 분당천, 운중천, 동막천 등 6개의 하천은 분당 신도시의 공
원∙녹지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의 활용 여부에 따라 생활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하천의 유지, 용수 확보, 수질 보존,
하천의 공원화 등 보다 적극적인 하천 이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각 하천의
성격별 주제를 설정하여 개발토록 계획하였다.
자전거 전용도로 및 부대시설의 설치 계획은 자전거 이용을 레저∙스포츠로서
보급 장려하고 보조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개발 사업의
일부로 추진하였다. 자전거 보관소, 안내판, 안전시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
요한 부대시설의 개발을 맡은 업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토록 제반 기준을 도시 설
계 지침에 의해 운용하였다.
한국 야생화공원 조성 계획은 전국의 야생화를 한 장소에 모아 관상함으로써 신
도시 주민의 야생 식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휴식 공간을 확보하며 근린공원을 주
민과 청소년을 위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공공 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나 타 기관에서는 설치가 곤란한 사업으로 개발 이
익의 사회 환원을 가시화하고 입주민의 사회 교육 및 문화적 자질 향상의 장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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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 문화 발전의 구심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하였다. 당초 계획은 부지 면
적 4000㎡의 규모로 2개소를 건립토록 하였으며 주민 입주 시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건립하되 설계는 현상 공모하여 추진토록 하였다.
주거 문화 발달의 기념적, 상징적 사업으로 주거 정보 및 자료를 활성화하여 주택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시청각적 홍보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건전한 주거 문화의 기
념관(박물관)을 계획하였다. 주택박물관은 주택사업협의회에서 성남시에 20년 후,
무상 귀속을 조건으로 제14호 근린공원 내 공원 시설로 건립하기로 결정된 시설이
었다.
과학박물관은 과학 교육의 산실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건설되는 시설이고 건설
기념관은 분당 신도시의 개발 과정(개발 전후의 모습 등)에 대한 기록과 신도시 건설 과
정 중에 발굴, 조사된 문화 유적, 개발 이전의 원주민들의 생활상을 기록 보관, 전시
하여 신도시를 홍보하고 안내하는 중심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계획되
었다.

제4절 개발 과정 및 준공

1. 용지 보상과 주민 이전
1) 민원 발생
한국토지공사와 성남시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단에 의해 1989년 4월 27일부터 6
월 16일까지 실시된 전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 조사 결과 토지 1만 2688필지,
지장물 8062개 및 792건의 영업건이 조사되었다.
1990년 11월 2일에 철거를 시작하여 총 8062건 중, 1991년 9월 30일 기준 75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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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 구
호와 농민들의 시위(1989. 5. 10)

의 철거를 완료하였고, 465건의 미철거분이 잔존하여 1991년 9월 30일 기준으로 지
장물 철거율은 94.2%였다. 협의 매수 착수 후 6차의 수용 재결受容裁決과 4차의 이의
재결異議裁決로 총 보상 대상 토지의 96%, 지장물의 99%가 보상이 완료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집단 시위와 민원 및 소송 사건, 농성은 총 364건, 참여 인원은
총 3만 2870명으로 추정되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은 시행 과정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와 현지 주민들
과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양측의 마찰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다양하고
집단화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 주민들과의 협의와 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의 협의 매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업이 진
행될수록 주민들의 피해와 요구가 개별화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
한 민원 업무는 필수적이었다. 신도시 건설 발표 후 1991년 12월 기준으로 673건의
일반 민원 및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다.

2) 용지 보상
1989년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15일간에 걸쳐 토지 및 지장물건 조서 1차 열람
이 있었다. 열람 대상 지역은 여수동 등 본 단지 16개동 일원 1만 1416필지의 토지
및 지장물건이었다.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음으로써 신도시 개발을 기정사실화
하고 주민의 사업 반대 분위기를 완화시키고자 함이었다. 1991년 2월 13일부터 27
일까지 15일간에 걸쳐 구미동 추가 편입지구에 대해서 구청과 주민센터에 게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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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는데 이는 492필지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것이었다. 본 단지 지장물에 대
해서는 소유자 기준 1885건의 지장물 열람이 있었고 이에 대해 494건의 이의가 발
생하였다.
토지 및 보상 물건 조사가 완료된 후 1989년 7월 18일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
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현지 주민 대표 11인을 포함한 23인으로 구성되어 해당 지
역 토지 매수를 위한 지가 감정을 위해 현지 주민측과 위원회측이 각각 1인씩 토지
평가사를 추천, 2인이 한 팀이 되는 토지평가 기관을 선정하였고, 그해 8월 3일부터
9월 19일에 걸쳐 평가를 완료하였다.
이주 대책, 보상 가액,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차
에 걸친 보상심의위원회 개최와 주민들과의 직능별 간담회, 평가 보상에 대한 설명
회를 가졌다. 사업지구 내의 보상가를 지목별로 평균해 보면, 전의 경우 평당 23만
원, 답은 21만 원, 대지는 56만 7000원, 임야는 10만 1000원의 단가로 책정되었다.
국가 또는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취득해야 할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보상 가격에 불응하여 협의 계약이 성
립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분당 신도시 개발 사업지구 내에서도 1991년 9
월 기준으로 6차례의 수용 재결이 이루어졌다.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 계약 체결에
불응하는 것은 대부분이 낮은 보상 가격이 이유였며, 소유자 불명으로 인하여 취득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수용 재결을 하고 보상금을 공탁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3) 용지 취득 및 이전 대책
1989년 10월 11일에 착수된 분당 개발지구 내 용지 매수를 위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개발지구 내 전체에 걸쳐 동시에 이루어졌다. 전액 현금 지급과 협의 보상
을 원칙으로 하여 지가 공시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개 감정평가 기관
의 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용지를 취득하였다. 개발 사업 지
구의 용지 취득은 당초 예정지구 지정 당시(1989. 5. 4) 총 사업 면적은 1785만㎡이었
으나, 사업지구 순위별 조정을 위하여 7단계로 나누어 11차에 걸친 개발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최종 1963만 9000㎡로 확정되었다.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편입되는 국공유지는 도로, 구거溝渠, 하천 제방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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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지만 기타의 경우 사업 시행자는 유상 취득해야 한
다. 분당 신도시의 경우 국공유지가 1571필지 287만㎡에 달하는 방대한 물량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관청과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의
견 대립 및 협의가 뒤따랐다. 결국 국토교통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여 유∙무상
취득 대상 토지를 재조정하여 보상 또는 취득하게 되었다.
분당 신도시 이주 대책 수립 대상은 고시일(1989. 5. 11) 현재 가옥 소유자로 보상 계
획 공고일(1989. 10. 11)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했다. 1989년 1월 24일 이후 무허가 가
옥은 제외하였고, 아파트 입주 대상은 가옥 소유주의 경우 이주 대책 수립 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소유자는 신고일 현재 온돌, 부엌, 화장실
등을 구비한 주거용 비닐하우스 소유자로 보상 계획 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민에게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였다.
세입자의 경우 이주 대책 수립 대상은 예정지구 고시일 현재 소재 가옥에 거주한
자로서 보상 계획 공고일까지 거주하고 있어야 했다. 그리고 생활 대책 수립 대상
자는 이주 대책 수립 대상 가옥 소유자, 주거용 비닐하우스 소유자, 영농자(자작농, 임
차농, 농지 편입자) 및 영업자로 협의, 보상하였거나 선사용 동의자로 하였다.

대상자별 공급 해당 용지 및 규모는 가옥 소유자와 영업자 1군의 경우 근린상업
지역 용지를 1세대 당 8평 기준으로 공급하며, 영업자 2군 및 주거용 비닐하우스 소
유자에게는 근린상업 지역 용지를 1세대당 6평을 기준으로 공급하고, 자작농과 임
차농 및 농지 편입자를 포함한 영농자에게는 소매시장 용지를 1세대당 6평을 기준
으로 공급하였다.
공장 이전 대책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수도권 내 타 공단으로 이전,
분당 신도시 내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전, 전업으로 공장 운영 대신에 상가용지를
공급받는 것 등이다. 이전 대책별 내용은 수도권 공단 입주의 경우 대상 업체는 입
주 희망 및 적격업체로서 시화∙송탄∙남동의 경우 비공해 배출 및 비용수 과다 사
용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는 도시형 업종으로서 아파트형
공장 입주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전업(생활 대책) 용지 공급 대책은 수도권 공단
및 아파트형 공장 입주 포기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신도시 건설 사업 등 공공사업 시행으로 철거 이전하는 공장(무등록 공장 포함)으로서
공공사업 시행자가 추천하는 기존 공장 부지 면적(임차 공장은 공장 건물 면적) 200㎡ 이
상의 공장은 공단(시화공단, 송탄공단, 인천남동공단 2단계) 입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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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파트형 공장은 부지 면적이 9만 2000
㎡이고, 건축 면적은 20만 6000㎡이었다. 시설
내용은 작업장∙부대시설∙체육 시설∙주차장
등이고, 지원 시설은 부지 면적이 1만 1000㎡,
건축 면적은 2만 8000㎡이었다. 그 밖에 우체국,
소방서, 은행, 복지매장, 생활관 등이 입주되었
다. 공장 이전에 따른 전업 대책은 생활 대책에
포함하여 시행했는데 상가 또는 시장 점포용지
6~8평을 공동 공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였다.

분당 아파트형 공장 신축 공사
기공식(1992. 4. 30)

분당 신도시 개발지구 내에는 13개소의 종교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종교 시설용지를 우선 공급하고, 협의
양도한 토지 면적의 범위 내에서는 조성 원가 수준으로, 협의 양도한 토지 면적을
초과한 부분은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하였다.
분당 신도시에 설치할 학교는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16개교, 고등학교 15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67개교의 학교 시설이 설치 및 설치 계획 중에 있었다. 이 중
기존 학교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4개교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
구되었다. 기존 학교 대부분이 존치를 희망했으나 초등학교 2개교의 경우 기존 시
설이 노후화되어 감독관청인 성남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이전 및 재건축을 요구하
였다. 이에 돌마초등학교는 당초 계획이었던 존치를 취소하고 기존 학교 부지를 무
상으로 양수讓受 받아 규모 12학급을 신축하여 신설 학교 부지로 무상 양여하기로
하였고, 신기초등학교의 경우 기존 학교 부지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4) 용지 공급
한국토지공사가 조성하여 공급하는 용지 공급 제도의 근본 취지는 사업 시행자
의 택지 개발 공급에 따른 이익을 적정한 적립금으로 유보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
이익은 택지의 실수요자 중 저소득층 택지 수요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공급 목적에 따라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의 경우에도 상업∙업무 용지를 제
외한 대부분의 주택용지를 조성 원가 수준 및 원가 이하로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
의 주택 마련에 기여하였다. 택지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은 신도시를 연결하는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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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시설 지원비로 재투자하였다. 또한 초기에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비의 조달을
위하여 시행한 공동 주택용지의 선수 협약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의 자금
조달 및 주택 분양 물량의 확대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이룩함으로써 신도시 건설의 기본 목적에 부합할 수 있었다.
유상 공급 대상 용지는 주택 건설용지, 상업 업무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분되
어 공급 용도에 따라 공급 절차 및 공급 대상자, 가격 결정 방법을 달리하여 공급하
였다. 개발 계획 승인 및 실시 계획 승인, 조성 공사 착수, 공급 승인 순으로 이루어
지며「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 지구 내 용지를 공급하려면 시∙도지사로부터, 공
급 대상 용지의 공급, 공급 대상자, 공급 방법, 기타 공급 조건을 승인받아야 했다.
공급 가격은 대상 토지가 감정 평가 기준인 경우 평가 기관의 가격 평가를 실시하
고 원가 기준으로 공급하는 토지를 위하여 조성 원가를 산정 공급 가격으로 정했다.
택지 공급은 1989년 10월 24일 시범 단지 공동 주택지를 포함한 성남 분당 1단계
지구 64만 8305㎡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급 승인 신청을 시작으로 7차례
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시범 단지 공동 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의 시급
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 공급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공동 주택지 공급 대상자
경우에는 현상 공모 당선 업체로 한정하였다. 1990년 7월 28일 당시 실시계획 미승
인 지역인 분당 4∙5단계 내 각종 공공시설용지 조기 공급을 위해 주민 입주 시기
와 연계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비의 적기 조달을 위하여 선수금 승인
신청을 하여 8월 27일 선수금 승인을 받았다. 이외 2단계부터 6단계 지구에 대해
1992년 9월 4일 4차례에 걸쳐 공급 승인이 이루어져 공급에 착수할 수 있었다.
용지 공급은 1989년 10월 공동 주택지 선수 협약을 시작으로 매각이 가능한 토지
부터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초기의 공동 주택지 공급은 합동 개발 방식에 의한 선
수 협약에 의거 순조롭게 공급되었으나 1991년 이후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단독 택
지를 비롯한 대부분의 택지 공급 부진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쟁 입찰로 공급하는
상업∙업무 용지의 매각 부진은 한국토지공사의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공급 환경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대금 조건 변경 완화, 공급 촉
진 대책 수립, 도시 설계 변경, 대정부 건의 등 대∙내외적 여러 방법으로 매각 촉진
에 노력하였으며,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대부분의 미분양 토지가 해소되었다.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를 비롯하여 해당 기관의 예산 미반영으로 남아 있는 공공시
설용지 등 보유 토지는 1996년 10월 31일 당시 25만 2000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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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준공과 건설 현황
1) 주거 환경의 변화
(1) 계획 지표와 현황

주택 호수에 대한 동별 자료는『통계연보』,「인구주택 총조사」보고서, 주민센터
자료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계획 지표와 현황의 비교는 2005년「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분당 신도시 계획 지표와 2005년 현황
구분

계획
인구

390,320명

418,216명

세대

97,580세대

131,218세대

97,580호

106,807호

주택수
인구 및 세대

가구원수

4인/호

3.2인/호

인구밀도

198인/㏊

213인/㏊

인구순밀도

615인/㏊

659인/㏊

호수밀도

50호/㏊

54호/㏊

154세대/㏊

207세대/㏊

초등학교

27개교

29개교

중학교

16개교

16개교

고등학교

15개교

16개교

0.66㎡/인

0.59㎡/인

6㎡/인

5.4㎡/인

세대순밀도

교육 시설
시설 기준

어린이공원
공원

현황(2005)

근린공원

출전 : 통계청,「인구주택 총조사」,2005.

(2) 아파트

동별 아파트 계획 비중은 서현1동 9.74%, 구미동 8.12%, 이매1동 7.85% 순으로 높
았으나 2005년 현황은 정자1동 10.64%, 구미동 9.19%, 서현1동 8.24%로 나타나 동
별로 계획 지표와 현황에는 차이가 났다.
(3) 주상 복합 아파트

신도시 입주가 완료된 지 3년이 지난 2000년까지도 신도시 내 다른 상업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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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업무용지의 비율이 높은 정자지구의 개발 상
황은 가장 지연되었으며, 대부분의 토지가 나대지
의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 정자지구는 한쪽 면이
고속도로와 고속화도로로 차단이 되면서 동쪽 지역
일면에서의 접근만이 가능하고, 탄천이라는 자연적
경계로 인해 접근성이 가장 떨어져 주변 지역 상권
이 인근의 서현∙수내∙오리 등의 소생활권에 흡수
되었다는 점 역시 가장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
인으로 작용하였다.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가 새로운 고급 주택의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초고층 주상 복합 아
파트의 건설이 서울 도심 지역을 넘어서 전국적으
로 확산되었다. 서울에서 시작한 초고층 주거 건물

아파트

의 흐름은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되어 나타나 서울

연립 주택

주변의 위성도시와 신도시 지역에서 지난 몇 년간

주상 복합

단독 주택

수많은 초고층 주상 복합 건물의 건축과 분양이 이
분당 신도시 주택용지 현황
(2005)

루어졌다. 하지만 수도권의 도시와 신도시 지역에
서 만들어지던 초고층 주상 복합 아파트는 단지 자
체의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평형 구성이나 분양가의 측면에서 기존의 일반 아파
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도시 정자동 지역 주상 복합촌의 경우 5000세대가 넘
는 국내 최대 규모로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 등을 통해‘신흥 부촌’,‘고급
주거 지역’으로 주목 받으면서 기존 서울시 내에서만 존재하던 고급 주거 지역을
서울 외곽 지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과거의 교외 거주지와 신도시 지역
의 주상 복합 아파트와는 다른 주거 공간의 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당 신도시는「건축법」제60조의 도시 설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시 전체에 대
해 도시 계획을 수립했으며, 정자지구는 7개의 지구로 구분되어 각각 상업 및 업무
시설, 주차장, 파출소 등의 부지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백궁∙정자 지구가 장기간 개
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도시 계획 당시에 계획했던 공공
기관의 이전과 업무 시설의 유치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짐에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지역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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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동 초고층 빌딩과 주상
복합 아파트
정자지구 주상 복합 아파트 위
치도

있던 한국토지공사에서 1998년 10월 27일 상업∙업무 시설용지 및 쇼핑 단지를 주상
복합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도시 설계 변경을 시에 요청하였으며, 한 차례 유보 과
분당 신도시 주상 복합 아파트 지구별 현황(2005)
구분
특별설계구역1

건물명
분당파크뷰
현대아이파크(1, 2, 3단지)
위브 파빌리온

정자지구 1

구분

대림 아크로텔
정자지구 4

위브 제니스

아데나 팰리스
스타파크

정자지구 5

미켈란쉐르빌

동양정자파라곤Ⅱ

정자지구 6

두산위브 트레지움

인텔리지Ⅱ
동양정자파라곤Ⅰ

정자지구 3

아데나 루체

성원 상떼뷰

인텔리지Ⅰ
정자지구 2

건물명

코오롱 더 프라우
정자지구 7

코오롱 트리폴리스
아데나렉스

타임브릿지

출전 : 이성호,「분당 신도시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지구 형성과 주거지 선택 요인에 관한 연구」,『지리학논총』제48
호,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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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증가
감소
감소

동별 연립 주택 계획과 증감 현
황도(2005)

정을 거쳐 2000년 5월 9일 도시 설계 변경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정자동 일대

동별 단독 주택 계획과 증감 현
황도(2005)

의 주상 복합 아파트는 2003년 2월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로얄팰리스를 비롯하여
9개 단지 총 5800세대에 달하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주상 복합촌을 형성하고 있다.
(4) 연립 주택

연립 주택 계획의 규모는 개발 계획에서 정해진 연립 주택의 평균 평형의 범위 내
에서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과 이상의 주택(분양 주택)
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배치하고자 했다. 평형별 개별 단위는 국민 주택(1, 2군)은
20호 이상이 단지식 개발 방식에 의해 개발될 수 있도록 필지를 대형화하고, 분양
주택(3, 4군)은 원칙적으로 20호 미만의 필지로 구획하여 소규모로 개발되도록 하나
분양 주택 중 3군의 일부는 단지식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필지를 대형화했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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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연립 주택 현황

단위 : ㎡ ∙ 호, 2005년 현재

계획

구분

현황

비고

1,380

1,329

1,060

-

-

-

-

-

-

-

-

-

-

-

-

37,331

1

200

200

179

-

-

-

-

-

정자3동

-

-

-

-

-

서현1동

-

-

416

383

120

서현2동

-

-

42

358

378

이매1동

-

-

144

500

-

이매2동

-

-

-

-

-

야탑1동

-

-

-

-

1,476

야탑2동

7,655

2

115

113

126

야탑3동

183,145

15

2,197

2,270

2,211

동명

대지 면적

블록

주택수

257,838

40

수내1동

-

수내2동

-

수내3동

-

정자1동
정자2동

분당동

금곡1동

-

-

-

558

1,420

금곡2동

103,680

11

-

965

1,774

구미동

191,226

34

1,858

1,004

-

780,875

103

6,352

7,680

8,744

합계

용적률은 국민 주택 100%이하, 분양 주택 90% 이하로 하였다.
1994년에서 2007년까지 총 6352호가 건설되었으며, 특히 1994~1995년에 약 5000
여 세대의 입주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전체 연립 주택 세대의 78.6%에 해당한다. 동
별 입주 시기를 살펴보면, 1994년 야탑3동에 1400여 세대가 입주했고, 1995년에는
구미동에 1200여 세대가 입주하였다.
(5) 단독 주택

단독 주택은 2005년 현재 3387호로 계획보다 377호가 증가되었고 2007년 성남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7년 4550호(분당구)로 1540호 증가되었고, 증가된 지역을 보
면 서현2동이 80호, 야탑3동이 75호 증가하였으며, 이매1동, 금곡1동과 구미동의
경우 계획에는 없으나 건설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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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구 단독 주택 계획 및 현황
구분
동명
분당동
수내1동

블록

단위 : 호, 2005년 현재

구분

계획

현황

블록

C5,9,11

707

546

이매2동

-

0

0

-

0

0

야탑1동

B5,10

163

170

동명

계획

현황

수내2동

-

0

0

야탑2동

B17

9

11

수내3동

C21

388

359

야탑3동

B9

339

414

정자1동

C22,D12

628

642

금곡1동

-

0

101

금곡2동

정자2동

-

0

0

E9,13

206

208

정자3동

D15

319

305

구미동

-

0

141

서현1동

A2

158

163

기타

-

7

0

서현2동

A4

86

166

이매1동

-

0

161

3,010

3,387

합계

2) 공원∙교육 시설의 변화
(1) 공원∙녹지의 변화

신도시 조성 이후 10년 동안 도시 내 공원∙녹지 변화량에 대한 분석 결과, 녹지
면적이 1996년 232만㎡에서 2006년 336만 7000㎡로서 분당 신도시 전체 면적의 약
6.9%에 해당하는 134만 70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구에는 성남시 근린공원의 53.4%에 해당하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82.8%에 해당하는 어린이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성남시 조성 근린공원의 63.0%
와 어린이공원의 92.2%가 분당구에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육 시설의 변화

성남시의 인구 변화에서 보듯이 중원구의 인구 변화가 거의 없고 수정구는 감소
한 것을 볼 때, 분당구의 인구 증가에 대한 추가 수요로 설치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교육 시설 계획과 현황
구분

단위 : 개, 2005년 현재

계획

현황
분당구

분당 신도시

초등학교

27

30

29

중학교

16

18

16

고등학교

15

21

16

특수학교

1

1

1

59

70

62

합계

출전 : 이외희,「신도시계획과 개발의 특성에 관한연구」,경기개발연구원, 2006.

제2편_ 현재-시 승격과 분당의 탄생

221

제 4장

성남시 현대 건축의 특징과
랜드마크

성기용｜동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전봉구｜동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제1절 성남시 현대 건축의 특징

1. 성남 주거 단지의 변화
성남시는 1960년대 말부터 서울의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도시화되었다. 초기에는
성남의 구시가지, 즉 지금의 수정구와 중원구의 구릉지를 중심으로 이주 단지가 형
성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80년대까지 이어져서 1세대 성남시가 형성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대도시 주변 지역에 신도시가
개발되었는데 성남시의 경우에도 제1기 신도시로 분당구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
서면서 우리나라 주거 단지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던 현상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새로운 주거지의
형성이 본격화되었는데 판교 신도시의 개발이 그것이다. 판교의 경우 인기가 매우
높아 청약 경쟁률이 수천 대 일까지 치솟는 등 과열 양상까지 보였다.
이처럼 성남시는 우리나라 주거 단지 개발의 대표적 사례이며, 선도적 역할을 담
당하였다. 초기에는 도시에서 외곽으로 이주하는 이주 단지로서, 그 후에는 대단위
주거 단지 공급을 위한 신도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서의 분당 신도시, 또한 최근
에 와서는 조금 더 쾌적하고 직주가 근접한 성공적 신도시로서의 판교 신도시까지
우리나라 도시 계획의 교과서적 발자취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성남시의 도시 성장 양상을 고려해 볼 때 분당 신도시의 경우 건설된 지 20년이
훌쩍 넘었으며, 구시가지의 경우에는 40년 이상 사용 기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고
더 이상은 높은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였다. 구릉지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주거 지역이 밀집된 구시가지 대다수의 경우 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대
되어 순환 재개발 등의 방법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분당 신
도시의 경우에도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어나 재개발 및 재
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정보가 공급되면
서 수직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으로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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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첨단 산업단지 판교테크노
밸리의 야경(2013)

2. 신도시 개발과 빌딩의 출현
성남시의 경우, 서울의 도시 확장을 수용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각종 공기업을 유
치하였으며, 최근에는 국가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R&D(Research & Development,
연구개발) 센터를 유치하여 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 예로 수정구 시흥동에 1983년 개소한 세종연구소가 있는데 이는 국가 안전과
남북통일, 대외 관계에 필요한 교육과 연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수정구 대왕
판교로(시흥동)에는 외교부 산하의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이 1991년 설립
되었으며, 1970년에 수정구 심곡동에 서울공항을, 이후 분당 신도시에 한국토지공
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의 다수 공기업을 유치하였다.
성남은 판교 신도시 개발로 인해 빠르게 진화, 발전하고 있다. 예전에 분당 신도
시가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 공간 기능 위주로 탄생되었다면 판교
신도시는 더 나아가 자족형 신도시를 꿈꾸며‘판교테크노밸리’라는 대한민국 최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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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였다.
국내 최대의 첨단 지식 산업단지를 표방하며 내로라하는 IT 기업들이 현대적 디
자인으로 무장한 사옥을 짓고 이곳에 비즈니스 시설 외에도 문화와 쇼핑, 휴식 공
간, 예술 거리 등이 갖춰진 쾌적한 미래형 도시를 형성해가고 있다. 현재 판교테크
노밸리에 지어진 건물들은 대한민국 새로운 건축물들의 향연이라 해도 과언이 아
닐 만큼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건물들로 가득하다. 저마다 일하는 사무실이라는 개
념을 벗어나 소통을 중시하고 물적인 풍요만이 아닌 정신적인 풍요로움에 가치를
두는 미래적이고 이상적인 건축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판교의 새로운 도시 공간‘알파돔시티’도 기대가 되고 있다. 2005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013년 1차 완공하여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는‘알파돔시티’는 주거와 문
화, 상업과 업무를 함께할 수 있는 자족형 도시로서 판교 신도시를 주거 쇼핑 문화
의 중심지로 만들고 수도권 거대 소비 시장을 이끌어갈 세계적 첨단 기술의 메카를
꿈꾸고 있다.
성남시는 현대 첨단 건축물의 각축장이 되고 있다. NHN의‘그린팩토리’를 비롯
하여 SK케미칼의‘에코랩’,‘R&D 연구센터’등의 첨단 건축물이 속속 성남시에 세
워지고 있다. 분당의‘로얄팰리스’와 판교의‘월든 힐스’등 최고급 주거 단지 등이
들어서고‘잡월드’와‘성남아트센터’등 우리나라 대표 공공시설 등도 성남시에
유치, 건립되어 명실상부 성남시는 우리나라 첨단 건축물의 전시장이 되고 있다.

3. 전통 공간으로서 재래시장의 미래
신도시 탄생과 함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성남은 미래형 도시로의 탈바꿈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할 부분은 지역적 정서를
살리는 변화 또한 필요하다는 점이다.
성남시는 일찍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생성된 시민들의 생활 공간으로서의 재래시
장을 활성화하여 이를 도시 내의 공공 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시민들의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전통적인 공간들이 오랫동안 성남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음
에도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개발에서 비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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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공간으로서의 랜드마크,
모란전통시장

현재 성남시에는 수정구 태평동 3684번지 일대의 현대시장과 제일로 168(태평동)
일대의 중앙시장, 중원구 시민로117번길 15(성남동) 일대의 성호시장, 중원구 마지
로 118(하대원동) 일대의 하대원시장, 수정구 수정로214번길 6(신흥동) 일대의 신흥시
장, 중원구 산성대로426번길 5(금광동) 일대의 금광시장, 중원구 희망로344번길 4(상
대원동)

일대의 상대원시장, 둔촌대로69번길 8(성남동) 일대의 모란시장 등이 산재해

있다.
향후 모란시장을 현대화하여 보다 현대적인 건축물로 건축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재래시장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성남에서 모란
시장이 갖는 의미와 이미지는 아직도 상당히 크게 남아 있다. 그것이 좋은 이미지
든 안 좋은 이미지든 그동안 성남을 일구며 살아온 윗세대들의 삶의 터전이요 살아
온 모습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시대가 변하고 도시가 변하듯 모란시장의 모
습도 변해야 한다. 반면 그곳에서 전해지던 훈훈한 인심과 정은 남겨두고 말이다.
후대에게 성남의 역사와 전통을 추억하는 장소로서, 또한 생활의 터전으로서 가치
가 있는 재래시장을 변화에 발맞춰 첨단화된 현대적 건축미를 동원하여 재탄생시
키는 것은 앞으로 성남이 꼭 이루어야 할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성남만의 전통을 살리고 편리하고도 미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다면 미래의 성

226

제6권_ 도시개발사-도시박물관, 성남

남 최고의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본다.

제2절 성남시의 랜드마크

1. 공공 건축물
성남시에는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꼽을 수 있는 건축물이 다수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 2000년대 이후에 준공된 건축물 중 규모 면에서나 용도의 측면에서 시를 대
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거론할 만한 건축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종교적 건축
물이나 상업적 건축물보다는 공공적 성격을 띠는 건축물을 우선 선정하였으며, 상
업적 건축물 중에서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국내에서도 그 중요성을 갖는 건축
물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1) 성남시청
우리나라 관공서 중에서도 규모 및 위치에서나 사회적 이슈 측면에서도 매우 독
특하며, 성남시의 랜드마크가 되기에 충분하다.
성남시의 행정 및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균형 발
전을 위해 건설되었다. 지하 2층에는 주차장 및 각종 창고 시설이 있으며, 지하 1층
에는 주차장과 중앙통제실, 종합 발간실, 인쇄실 등이 있다. 지상 1층에는 노인장애
인과, 종합/여권민원실, 소비자정보센터, 시민개방회의실, 대강당 등이 있으며 지
상 2층은 시장실, 부시장실을 비롯해 고충처리 민원실과 종합 홍보관, 일자리센터
등이 있다. 지상 3층에는 산성누리, 탄천관, 모란관, 한누리 등 회의실이 있고, 의원
자료실, 사무국사무실, 회의실 등이 있는 성남시의회와 연결되어 있다. 또한 지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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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인 성남시청 전경

층에는 행정자료실, 기자실, 교통기획과, 도시개발과, 의원사무실, 도로과, 교통지
도과 등이 있고, 지상 5층에는 택지개발과, 녹지과, 공원과, 수도시설과, 수도행정
과, 청소행정과, 보건위생과 등이 있으며, 지상 6층은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
예산법무과 등이 있다. 지상 7층은 생활경제과, 회계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
과 등이 있으며, 지상 8층은 U-CITY상황실, 재난안전관리과, 교통정보팀 등이 있
다. 지상 9층은 비전추진단, 정책기획과, 하늘북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청사 건축 개요
구분
위치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공사 기간

2007년 11월~2010년 10월

대지 면적

74,452.50㎡

연면적

75,611.81㎡

건축 면적

11,074.34㎡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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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시공사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태영건설, 서희건설, 미라지종합건설, 이엠종합건설)

사업비

3,22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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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사 9층에 있는 아이사랑
놀이터
시민들에게 개방된 시청사 로비

2) 성남아트센터
날로 증가하는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건립된 전문 문화예술 공간으로 오
페라, 연극, 음악회, 전시회, 대중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다.
주요 시설로는 오페라하우스, 콘서트홀, 앙상블시어터, 미술관, 녹지 공간 등이 조
성되어 있다.
2005년 10월 개관한 후 바이올리니스트 기돈 크래머와 나이젤 케네디, 바리톤 사
무엘 윤 등 세계적 음악가들이 공연하여 클래식 전문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개
관 후 현재까지 탄천페스티벌과 성남국제청소년교향악축제, 성남무용제 등 지역
문화 축제를 이끌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아카데
미를 운영하여 음악, 미술, 무용 등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성남아트센터
입구의 분수대와 춤의 광장, 콘서트홀까지 이어지는 빛의 계단 등은 이곳에서 빼놓
을 수 없는 명소이다.
지상 3층 규모의 오페라하우스는 어쿠스틱 배너 커튼과 음향 보정 장치가 설치되
어 있어 교향악, 오페라, 뮤지컬, 콘서트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할 수 있다.
콘서트홀은 정통 음악 콘서트 전용 공연장으로서 잔향 1.8초로 설계되었고, 연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무대 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관객들에게
는 공연 관람에 적합하고 연주가도 선호하는 규모이다.
앙상블시어터는 연극 및 소형 뮤지컬, 현대 무용 등 소규모 장르를 소화할 수 있
는 복합극 예술 무대로 만들어졌다. 특히 패션쇼 무대처럼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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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의 전문 공간이자 시
민의 휴식 공간인 성남아트센
터 야경

는 T자형 무대가 설치되어 있어 장르에 따라 관객이 무대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이들 극장은 모두 다양한 무대 막 전환 장치와 첨단 음향∙조명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전시 공간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미술관은 3개 전시실을 갖춘 831㎡ 규모의 본
관과 2개 전시실로 구성된 300㎡ 규모의 별관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시 규모에 따
라 면적 조정이 가능하다. 또 음악실, 미술실, 무용실, 유아 음악실 등 4개의 강의실
로 나뉘어져 있는 아카데미와 어린이 놀이방, 레스토랑, 스낵 하우스, 아트 숍, 플라
워 숍 등의 편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춤의 광장에 길이 16m, 폭 3.5m에 160개 노즐과 160개의 LED조명으로 구성된 음
악 분수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과 화려한 빛이 어우러진 휴식 공간
을 제공하고 있다. 오케스트라 연주를 형상화한 음악분수는 클래식, 팝, 재즈, 국악,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음악 연출이 가능하다.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문화예술 행사 전용 공간 컨퍼런스홀(198㎡), 문화예술 전
용 회의실 뮤즈홀(85㎡), 야외 광장인 춤의 광장, 사무동, 종합안내소 I-Plaza, 레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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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좌)와
오페라하우스(좌)와
앙상블시어터
앙상블시어터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좌)와
앙상블시어터
성남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오페라하우스(좌)와
오페라하우스(좌)와
오페라하우스(좌)와앙상블시어터
앙상블시어터
앙상블시어터

성남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큐브플라자
성남아트센터
큐브플라자
성남아트센터
성남아트센터큐브플라자
큐브플라자
큐브플라자

랑 등의 편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2010년 8월 6일 개관한 큐브플라자 내에는 미술관 신관 외에 시민들의 휴식 공간,
시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다양한 강의가 열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성남시의 대표 건축물인 남한
산성을 모티브로 하였다. 석재 마감을 사용한 성남아트센터도 역시 어떤 위험 요소
로부터도 안전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더불어 정면의 외벽을 유리로 장
식하여 맑게 갠 푸른 하늘이 그대로 반사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성남의 자연과 예
술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를 조화시킨 성남아트센터는 찾는 이들의 마을에
자연을 심어 주고 다시금 역사를 깨닫게 한다.
성남아트센터 건축 개요
구분
위치

내용
분당구 성남대로 808(야탑동)

공사 기간

2000년 5월~2005년 9월

대지 면적

130,638㎡

연면적

42,425㎡

구조
외부 마감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화강석, 노출콘크리트, 부소수지코팅, 칼라복층유리

시공사

(주)태영 외 3개사

사업비

도비∙시비 1,600억 원

3) 판교도서관
사회 각 분야의 지식과 정보의 제공을 통한 문화∙정보∙평생 교육센터의 역할
을 위하여 판교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LH공사에서 건립하여 성남시에 기부 채납한
공공 도서관이다.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지식 정보화 환경을 구축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지식 정보와 문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며, 2007년 9월부터 3년 6개월간 사업비453억 400만 원을 들여 지하 3
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 판교청소년수련관과 붙어 있다.
건물의 외관은 은색 법랑과 강화 유리를 조화롭게 사용하여 현대적으로 건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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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도서관 앞쪽에 분수대와 에코벨트를 설치하
고 잠시나마 사색의 공간으로 이용자들에게 작은
휴식 공간이 되고자 하였다. 시민들의 휴식과 건강
을 도모하고자 도서관 뒤쪽으로는 근린공원의 등산
로를 통하여 등산과 산책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지하 1층에는 어린이 열람실과 장애인 열람실, 시
청각실, 식당 및 매점이 있으며, 지상 1층에는 어린
이 열람실 구연동화실, 전자정보실, 문화실이 있고,

판교도서관과 판교청소년수련관

지상 2층과 3층에는 문헌정보실과 열람실이 있다.
판교도서관 건축 개요
구분
위치

내용
분당구 운중로225번길 37(판교동)

공사 기간

2007년 9월 5일�2010년 3월 19일

대지 면적

946,887.3㎡

연면적

10,271.16㎡

건축 면적

6,887.12㎡

규모
시공사

지하 1층, 지상 3층
대진종합건설 외 3개사

4) 코리아디자인센터(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분야를 특화한 코리아
디자인센터 전경

디자인 전문회사, 기업, 유관 단체, 교육 기관의
디자인 활동과 관련한 중심 인프라 역할 수행 등 우
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메카로서 기능하고 있다. 서
울 강남∙분당∙판교 벤처지구를 연결하는 벤처밸
리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시장은 조형적인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갖춘 넓
은 아트리움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IBS빌딩으로
서 최신 전시 장비 및 쾌적한 내부 환경을 구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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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디자인센터 외관
코리아디자인센터 1층 로비

관람인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내부 조도를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 분위기 있는 전시 연출이 가능하며 시스템박스 설치로 다양한 전시 기획이 가
능하다.

코리아디자인센터 건축 개요
구분

내용

위치

분당구 양현로 332(야탑동)

공사 기간

1998년 12월~2001년 9월

대지 면적

10,705.80㎡

연면적

48,074.38㎡

건축 면적
규모

4,554.18㎡
지하 4층, 지상 8층(최고 높이 44m)

5) 나라기록관∙대통령기록관
우리나라의 정부 각 부처에서 발행한 기록물을 비롯하여 대통령의 기록물을 함
께 보관하기 위해 세워졌다. 나라기록관은 기록 문화 전통을 이어받아 소중한 기록
물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전당으로 키우기 위하여 설립된 안전행정부 국가기록
원 소속 기관이다.
나라의 보석과 같은 소중한 우리의 역사 기록물들을 보존한다는 의미로 설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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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서고동을 중심으로 작업동, 업무동, 전시∙
열람동 등 4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라기록관은 국가 중앙 서고로서의 이미지를 부
각시키고 기록물들을 상징적으로 함축하며, 열림의
이미지를 통한 상징성과 친근감이 공존하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보존 기능의 신
뢰성 확보라는 네 가지의 디자인 목표점을 설정하
는 근간이 되었다. 건물 전체적인 형태는 수평으로
넓게 열린 로비를 통해 종합 학술 문화 공간으로서

개방과 보존을 디자인으로 담
은 나라기록관

의 개방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후면에 놓인 서고의
육중함을 통해 중앙 서고로서의 위상 및 사료 보관 시설로서의 신뢰감을 표현하고
있다. 서고는 면적 2만 5240㎡에 84개의 서고(총 서가 길이 268.5㎞)가 있으며,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규모이다. 전시관은 633.6㎡에 214개 섹션, 9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으
며, 열람실은 627㎡에 일반열람실, 원본기록열람실, 마이크로필름열람실과 시청각
기록열람실, 영상기록열람실 등이 있고, 업무 시설에는 마이크로필름실, 시청각실,
스캐닝실, 복원실, 제본실, 탈산실, 소독실 등이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약 390㎡ 규모의 상설 전시관으로 국민들이 평상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대통령의 사진이나 재임 기간의 주요 문서 및 동영상 기록과 대통령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외국 정상으로부터 받은 대통령 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건축 개요
구분
위치

내용
수정구 대왕판교로851번길 30(시흥동)

공사 기간

2004년 12월~2007년 12월

대지 면적

42,529㎡

연면적

62,240.29㎡

건축 면적

8,463.63㎡

외부 마감

석재, 유리 커튼 월, 금속 지붕

규모
사업비

지하 3층, 지상 7층
1,06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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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무덤을 보존하기 위
해 지은 판교박물관

6) 판교박물관
판교 택지 개발과 함께 발굴된 삼국시대(한성백제, 고구려) 석실분들의 보존∙활용을
위해 판교박물관 및 역사공원을 조성하였다. 그중 판교박물관은 1600년 전 한성백
제시대 석실분 밀집 지역으로 삼국시대의 동북아시아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인 한
성백제 유적 9기와 고구려의 남하 증거인 2기의 석실분을 보유한 박물관으로서 성
남의 역사를 보여주는 국내 최대 유적 중심 전문 박물관이다.
한성백제시대의 유적과 판교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통해 성남의 역사 문화 체험
공간으로 운영하며, 초∙중∙고등학생과 학부모에게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창의적
체험 활동의 박물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 10월 LH공사의 공사 착공으로 시작되었으며 2012년 판교박물관 시설 보
완 공사 및 유적지 공사로 2012년 12월 임시 개관되었다.
건축 공사비 76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102억 원을 판교 신도시 사업 시행자 LH공
사가 부담했으며, 경부고속도로를 가로지르는 성내미육교 옆 4892㎡ 부지에 지
상∙지하 각 1층(전체 면적 1449㎡) 규모로 건축되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판교박물관
이 위치한 판교역사공원은 당시 발견한 삼국시대 고분과 석실분 벽체를 해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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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박물관에 이전 복원한 삼
국시대 고분군
판교박물관 유물 전시실

않고, 100t짜리 크레인을 사용하여 통째로 옮겨와 조성됐는데 이는 국내에서 처음
시도된 것이다.
판교박물관 건축 개요
구분

내용

위치

분당구 판교로 191(판교동)

개관

2013년 4월 2일

대지 면적

4,890㎡

연면적

1,449㎡

건축 면적

975㎡

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설계자

희림 건축사무소

사업비

102억 원

7) 한국잡월드(Korea Job World)
청년 실업 및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기 대책으로써 청소년 등
의 건전한 직업관 및 근로 의식 정립을 지원하는 종합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소년
등에게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 및 직업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적합한 진로, 직업 선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건물은 미래로 비상하는 청소년의 꿈을 실은 비행체를 모티브로 하였다. 미래를
향해 두 팔을 벌린 듯 포용력 있는 매스감과 중앙 광장의 강한 응집력, 메탈과 투명

제2편_ 현재-시 승격과 분당의 탄생

237

우주 비행체를 모티브로 만든
한국잡월드 전경

커튼 월로 표현된 하이테크 이미지와 미래 지향적인 첨단의 스카이라인에 경쾌한
리듬감이 느껴진다.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자원과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태
양광 발전, 지중열 냉난방, 빗물 재활용, LED조명 증설 등 친환경적 에너지 활용 방
식을 건축물 설계∙시공에 적용하고 범정부적으로 추진한‘저탄소 녹색 성장’정
책에 적극 부응하였다.
직업 체험의 세 가지 핵심 공간인 직업 세계관, 청소년 체험관, 진로 설계관, 그리
고 이를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이루어지며 주변의 자연 지형을 받아들이는 외부 공
간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모든 관람 동선이 집중되는 그랜드 홀은 한눈
에 내부 공간들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이며 역동적인 중심 공간인 동시에
내∙외부를 연결하는 핵심 공간이 된다. 외관은 딱딱한 도시적 맥락과 대비되는 곡
선을 주로 사용했다. 특히 금속성의 외피 재질은 전체 형태와 어우러져 가볍고 부
유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한국잡월드 건축 개요
구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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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정자동)

구분
건축 면적

내용
15,994㎡

공사 기간

2009년 6월~2012년 2월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대지 면적

80,000㎡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최고 높이 47.12m)

연면적

38,796㎡

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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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억 원

한국잡월드 로비
한국잡월드 직업세계관

8) 판교생태학습원
지상 1층은 체험동으로 체험학습실, 온실, 전시실(초록마을), 영상실, 화장실 등이
있다.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실 내 난∙온대림, 열대림 식물과 생태를
이해하는 공간과 생태 교육을 위한 영상을 시청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상 2층도 체험동으로 공조실, 화장실, 사무실, 전시실(하얀마을, 파란마을), 다목적
회의실 등이 있다. 담수, 습지, 강, 하늘동네 운영을 통해 동물 및 생태계의 이해와
지구 온난화, 에너지, 교통, 폐기물 등 도시 환경의 체험장으로 사용된다. 지하층은
주차장 및 전기, 기계, 관리 시설 등이 있다.
체험 공간 위주로 구성된 판교
생태학습원

판교생태학습원 건축 개요
구분
위치

내용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21(삼평동)

공사 기간

2009년 4월~2011년 3월

대지 면적

119,873㎡

연면적

4,658.9㎡

건축 면적

1,892.73㎡

규모
시공사

지하 1층, 지상 2층
대일종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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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 건축물
성남은 최첨단 현대 건물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일반 건축물 중 대
표적인 랜드마크로는 NHN 사옥‘그린팩토리’와 판교테크노밸리에 들어선 현대적
이며 창의적인 건물들이 있다.
특히 판교테크노밸리는 중앙 정부 및 경기도의 주도하에 국가 경쟁력 및 판교 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하여 조성한 IT∙BT∙CT∙NT 및 융합기술 중심의 첨단
혁신 클러스터(연구개발 단지)이다. 판교 신도시 택지 개발지구 내 66만 1000㎡의 부지
에 2005년부터 개발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 활성
화를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른 글로벌 R&D 기업 등의 초청 유치를 위한 초청 연구
용지가 4만 8000㎡이며, R&D를 위한 관련 집적 시설과 공동연구센터 등의 연구 기
능을 위한 일반 연구 용지가 26만 7000㎡, 연구 지원 및 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
원 기능을 담당할 연구 지원 용지가 11만 8000㎡이고 주차장과 녹지, 도로 등이 22
만 8000㎡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용지가 분양되어 일부 입주도 완료한 상태이
다. 그중 초청 연구용지의‘글로벌 R&D 센터’와 일반 연구용지의‘이노밸리 클러
스터’
, 안랩 사옥(안철수연구소 판교 사옥), 에코랩(SK케미칼)을 소개하고자 한다.

1) 그린팩토리(NHN 사옥)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직원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합리적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 또한 지역 사회와 직원들을 위해 1~2층
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였으며 NHN의 최고층인 27층을 직원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공간으로 직원 모두에게 개방하고 있다. 건물 입면의 통합형 조명과 미디어 디스플
레이는 지역 사회에 메시지를 전달하며 기업의 광고에도 활용된다. 단점이라면 최
근 들어 햇빛 반사로 인한 전면 유리 피해로 법원 판결이 있었다.
고층으로 된 업무 영역과 저층으로 된 지원 시설로 나누어져 있으며, 건물의 1층인
그린팩토리로 들어가면 시민들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도서관도 개방되어 있다.
유리 커튼 월 뒷면에 녹색 계열의 패널들이 회전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서,
‘그린팩토리’라는 이름이나 네이버의 CI 색상과 잘 매치된다.
복층 유리와 녹색의 루버로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하고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

240

제6권_ 도시개발사-도시박물관, 성남

실시간의 변화를 담고 있는 그
린팩토리(NHN 사옥) 전경
그린팩토리 엘리베이터 홀

지는 최소화하며, 건물 곳곳에 설치한 조명 자동센서로 에너지 낭비를 방지한다.
건물의 내부로 들어가면 건축적인 요소가 많이 돋보이는데 1층에는 책장 속으로
들어가는 듯하다. 진입구를 지나면 지식인의 서재 부스가 만들어져서 그달에 지식
인이 추천한 도서들을 비치해두기도 했으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에
맞게 책들이 분류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다. 층고가 높은 공간에 실내 계단을 만들
고 상층부로 오를 수 있도록 해서 풍부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층마다 계단
등을 평이하지 않게 표현함으로써 독특한 발상을 엿볼 수 있다. 그린팩토리는 네이
버에서 집계되는 실시간 검색 순위나 특별한 뉴스들을 벽에 투사하여 시시각각 변
하는 벽면을 가지고 있다. 엘리베이터의 내부에는 몇 층으로 갈 수 있는 버튼이 없
다. 대신 엘리베이터 홀에 자신이 몇 층에 가려고 하는지를 선택하는 태블릿이 있
어서 이를 누르면 최적의 위치에 서있거나 운행 중인 엘리베이터를 알려 주는 방식
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기에 멋진 통유리 사옥이 햇빛을
과도하게 반사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진행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NHN 측에 피해 배상을 명
령했다. 또한 태양 반사광으로 조망을 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리 외벽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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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 월, 필름과 같은 별도의 저감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본사 사옥의 통유리 외벽은 랜드마크로 각광을 받는 관광 명
소나 사무실 밀집 지역, 유흥 지역에나 어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의 사적인 이익을 추
구하기 위해 시공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건축물의 외관을 결정할 때
보다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린팩토리 건축 개요
구분
위치
준공일

내용
분당구 불정로 6(정자동)
2010년 3월 16일

대지 면적

6,600㎡

연면적

10,1661㎡

건축 면적

4,13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7층, 지상 28층(최고 높이 180m)

시공자

현대건설

2) 글로벌 R&D 센터
정부 연구 기관, 글로벌 기업 R&D 센터 유치를 통해 입주 기업 기술 경쟁력 제고
를 위한 협력 파트너 제공, 즉 기업을 위한 사무소이다. 주요 외장재는 알루미늄 복
합 패널과 THK24 로이복층유리, THK30 로이복층유리를 사용했다. 또한 특유의 곡
선형으로 다른 판교의 빌딩과는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글로벌 R&D 센터의 특징은 특이한 곡선형의 건물 모양과 유독 오피스 랜드 스케
이프 형식이 많다는 점 그리고 입체 트러스 구조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오피스 랜드 스케이프 형식은 융통성 있는 의사 전달과 변화하는 작업 패턴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과 공간이 절약되며 사무실 내 건전한 인간관계로 작
업 능률이 향상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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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D 센터 조감도
곡선이 아름다운 글로벌 R&D
센터

글로벌 R&D 센터 건축 개요
구분
위치

내용
판교 택지 개발지구 판교테크노밸리 초청 연구용지 B-1-1, 2

공사 기간

2009년 9월~2012년 2월

대지 면적

12,578㎡

연면적

46,110.32㎡

건축 면적

6,982.0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설계사

DAAIN 건축사무소

3) 이노밸리 클러스터
비정형 건축물 이노밸리 클러스터

대표적인 비정형 건축물이다. 형태에 구애받지
않고 정형적인 건축 설계를 벗어나 유기적이고 기
하학적인 건축 형태가 담겨진 것이 비정형 건축물
이다. 국내에 비정형 건축에 대해 이해하는 사람이
적어 공사를 진행하는데 많은 난관이 있었다. 돌발
상황 등에 적절히 대처하고 또 적절한 대안을 제시
하면서 시공하는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그만
큼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비정형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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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들은 허울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최종 결
과물이라 말할 수 있다.
이노밸리 클러스터 건축 개요
구분

내용

위치

분당구 판교로 253(삼평동)

공사 기간

2009년 5월~2011년 3월

대지 면적

10,705.80㎡

연면적

67,232.76㎡

건축 면적

4,554.18㎡

규모
설계사

지하 3층, 지상 10층
정림건축

4) 안랩 사옥(안철수연구소 판교 사옥)
감성 치료사가 되길 바라

사람들 간의 소통을 중시한
안랩 사옥

는 마음으로 화려함보다는
사람들 간의 소통을 중요시
했다. 건물의 효율성도 효율
성이지만,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기 위한 콘셉트를 보여준
다.
1층 로비에 있는 계단이 독
특하다. 안랩 계단이라는 이
름의 이 공간은 복합적인 기능의 열린 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각 층별 계단에도 평
범한 계단의 역할만이 아닌 간단한 회의나 발표 등을 할 수 있게 조성했다. 직원들
을 위한 휴게 공간도 많고 옥상 정원에 접이식 문을 달아 외부 공간과 사무실을 연
결해 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각 공간마다 디자인이 돋보이며 창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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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사옥 건축 개요
구분

내용

위치

분당구 판교역로 220(삼평동)

용도

업무∙교육 연구 시설

대지 면적

10,563.3㎡

연면적

35,277.83㎡

건축 면적

2,385.52㎡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모

지하 4층, 지상 6층(높이 52.9m)

5) 에코랩(SK케미칼)
2010년 당시 국토해양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
(GBCC)에서

사상 최고 점수인 110점(136점 만점)을 획

득했다. 지식경제부와 공동 주관하는 에너지 효율
등급 평가에서 국내 업무용 건물로는 최초로 에너
지 효율 1등급을 획득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연구동과 사무동 두 개의 동을 이어주는 아뜨리
움으로 구성된 건축물이며, 연구동(지상 8층)은 각종
실험 및 연구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동(지상 9
층)은

일반 사무 공간, 회의실, 교육장, 주요 임원실

에너지 효율을 높인 친환경 건
축물 에코랩(SK케미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코랩의 커튼 월은 에너지 절약형으로서, 단열 및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르곤 가스를 충진한 삼중 유리와 기밀성을 극대화한 4중 가스켓이 적용되어 이루
어져 있다. 건물 두 동을 연결하는 아뜨리움 1층 출입구에 외기 차단 성능이 높은
고기밀 에너지 절약형 회전문인 고기밀 리볼빙 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아뜨리움은 두 동을 이어주는 브릿지, 이동시 개방감 및 아뜨리움의 조망을 가능
하게 하는 누드 엘리베이터, 재실자의 재충전을 위한 녹지 휴게 공간인 그린 샤프
트, 사무동 층간 이동이 가능한 오픈 계단과 봄, 가을에 아뜨리움 연돌 효과(건축물 내
부의 온도가 바깥보다 높고 밀도가 낮을 때 건물 내의 공기는 부력을 받아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는
것)를 이용한 자연환기 시스템 적용 등으로 그 기능을 극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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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업무용 건물과 비교할 경우 에너지 절감율이 최대 45% 정도 되는데 지열
히트 펌프 시스템, BIPV, 자연 채광 시스템(독립형 채광기), 아뜨리움 활용 자연환기/
공조, 바닥 공조 시스템, 복사 냉난방 시스템, BEW MS(building energy & water
management system), 에너지 절약형 커튼 월(고기밀성 창호-3중 유리), 그린샤프트 등의 첨단

기술이 사용되었다.
에코랩 건축 개요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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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위치

분당구 판교로 310(삼평동)

공사 기간

2008년 7월~2010년 9월

대지 면적

6,231.3㎡

연면적

47,512.91㎡

건축 면적

3,734.83㎡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 5층, 지상 9층(높이 42.225m)

시공사

SK건설

사업비

1,3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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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신도시 개발
20년의 성과와 과제

소진광｜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1절 신도시의 접근 시각

1. 신도시의 접근 좌표
인류 문명은 도시의 탄생과 성장으로 설명된다. 도시는 인간이 발견하고 고안한
모든 사회, 정치, 문화 및 경제의 현상과 구조를 포함하고 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들
어 낸 최고의 걸작이자 또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환경이고, 스스로
적응해 갈 수 있는 일종의 생활 기능을 가진 조직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도시는
단순한 인간의 거주 공간이 아니라 인간 활동 무대를 2차원 평면에서 3차원 공간으
로 전환한 장치이다.
일정 공간상에 인간의 활동이 밀집되다 보면 그만큼 복잡한 기능들이 갖추어지
게 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변수의 상호 작용이 새로운 공간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
서 도시 공간과 도시 인구 규모의 관계 변화, 즉 인구 성장에 따른 새로운 도시 기능
의 도입 실패는 또 다른 문제점을 파생시킨다. 도시란 다양한 계층 문화, 기능을 수
용하는 장場이라는 게 특징인데, 바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도시를 보는 관점이 여
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따라서 도시를 어느 한 면에서만 보고, 이를 이루고 있는 변수를 조작하여 개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경우 그것은 더 이상 도시일 수 없으며, 반대로 도시의
진화를 자체의 자가 조절 능력에만 맡기게 될 경우, 각종의 문제가 인간 정주定住를
어렵게 하여 도시 자체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시 안에서의 서
로 다른 기능 요소 간 부조화不調和는 도시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도시화 비율이 높은 현대 국가의 공간 정책 기조는 도시
의 어느 면을 개조하고, 어느 면의 자연 생태적 속성을 살려 두느냐 하는 문제를 해
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것은 곧 공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얼마만한 시
차를 두고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러한 점에서 도시 인구의 적
정성에 관한 논의는 도시 성장의 적정 속도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보아진다. 결국
신도시 개발 정책을 논할 때에는 도시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관점부터
정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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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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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성남시의 신도시 개발 20년이 성남시 발전에 미친 성과를 분석하고, 신도
시 개발로 생기게 된 정책 과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성남시는 우리나라가
196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수도 서울에 인구가 몰려들었고, 이들
로 인해 도시 구조와 기능이 부조화를 이루어 서울의 도시 문제를 수도 외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탄생한 도시다. 특히 수도권 팽창에 따른 주택 시장의 실패를 치
유하기 위해 대두된 제1기 신도시 정책도 성남을 문제 해결의 공간으로 삼았다. 서
울과 인접한 탓에 성남이 겪어야 했던‘성장통’은 여느 지방 중심 도시와는 달랐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여파로 서울을 번잡하게 했던 도시 문제가 고스란히 성
남의 구시가지에 남아 있고, 산업 사회의 성숙 단계에서 현대적 주거 수요를 충족
시켜야 했던 제1기 신도시 분당도 성남 안에 둥지를 틀었으며, 미래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려는 제2기 신도시 판교도 성남 한 쪽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남은 과
거 산업화의 유산과 현대적 공간 논리, 미래의 공간 논리를 모두 포함한‘도시박물
관’인 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남의 도시 발달 과정은 곧 한국의 근대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료이고, 인류 사회가 걸어온 농업 사회, 산업 사회, 그리고 정보화 사회를
압축하여 보여줄 수 있는‘전시관’이다. 이 글에서는 성남시의 신도시 개발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좌표로 ① 신도시 계획 과정, ② 신도시 개발 목표 가치, ③ 신도시의
공간 기능 등을 3개의 축으로 설정한다. 또한 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 정책 과제는
수정구와 중원구 등 성남시 구시가지와 분당 신도시 간의 기능 분담 및 조화, 상호
작용 관점에서 결론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2. 신도시의 작동 체계와 역할
인간의 움직임이 반복되는 곳에 길이 생기고, 길이 겹쳐서 인간의 활동 무대를 만
들며, 여기에 주거 기능이 도입되면 촌락이 발생하고, 촌락이 각종의 시설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때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 결국 도시에는 시설과 인간 활동
(기능)이

담겨지는데 시설은 인간 활동을 편리하게 해주고, 인간 활동은 또 다른 시

설을 필요로 하며 시대에 따라 그 양태를 달리해 오고 있다. 이렇듯 구조와 기능은
서로 맞물려 있다. 구조와 기능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각종 도시 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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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결국 이러한 도시 문제가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인간 활동으로 인한 추가 시설 필요 욕구가 도시 시설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움직임을 통해 장소의 제약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도시 시설의 가치도 장소적 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어떠한 도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인간 활동은 도시 시설의 수요와 공급이 상호 작
용하면서 변천되게 되어 있다. 초기에 단순한 저자거리로 출발하게 된 조그만 도시
가 시장 기능의 성장에 따라 생산 활동을 유입하여 제조업 도시로 바뀐다든지, 광
산을 중심으로 급격히 성장한 촌락이 광업 기능을 배경으로 서비스 기능 등 다른
기능을 유입하여 성장 기반을 달리하는 예는 많다.
한편 초기 도시 발생의 동기가 사라지면서 이제까지 성장을 지속하던 도시가 급
격히 쇠퇴하여 몰락하는 경우 또한 없지 않다.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주요 기능의 성장 과정과 궤를 같이하여 변천하는 예는 서구 사회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1 도시 인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커질 경우,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의 생애 주기는 길어지고, 새로운 도시 기능 도입 또한 용이하다. 이러
한 규모의 경제는 흔히 도시화 경제(urbanized economies)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 기능이라는 것도 일정 공간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
과의 상호 경합 혹은 보완적 관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도시만을 분석하
여 확인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대도시 주변 지역으
로의 주거 기능 분산으로 시작되는 교외화 현상이 제조업 및 서비스 기능까지를 동
반하는 사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모母도시의 특정 기능만을 분산시키기
위한 신도시 개발이 다기능 복합 도시 성격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흔히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자족 도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
다. 그러나 하나의 공간 단위로서‘자족自足’의 의미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고, 따라서 도시 기능의 상대적 위상이 다른 상태에서 불필요
하게‘자족성自足性’을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비용만 증대되고 필요한 보다 고차위
도시 기능의 혜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상생활과 관련한
기본 수요는 당해 지역에서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고, 여기

1 R. D. Norton,『City Life-Cycles and American Urban Policy』
, Academic Press, Inc., 1979. 이에 관한 연구는 미국의 여러

도시를 사례로 다음 문헌에서 시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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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가하여 도시 밀집 지역에서 불필요한 교통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직장과 주거지
를 근접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면 보다 이상적인 신도시 개발이 가능
할 것이다.
도시도 하나의 공간 단위로서 주변 지역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성남시 구역 안에서 과거 20년간 개발된 분당과
판교를 중심으로 신도시 개발의 성과와 정책 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신도시 개발
과 관련한 정책 과제는 주로 도시가 인류 문명의 소산所産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공간에 관한 합리성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 하는 도시 및 지역 계획의 측면
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종종 도시 개발은 문명의 증진, 인공 시설 환경의 개선, 자연 통제력의 증대, 혹
은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 여건의 조성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
서 보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조작되어야 할 변수는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은 아니
다. 그것은 도시화의 의미가 첫째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둘째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셋째는 시설 등 공간 구조적인 측면에서 접근되어져야 함을 의
미한다.
결국 재화財貨 창조의 효율성 제고, 인구 규모 증대 및 도시 문화의 창달, 도시의
편리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공간 시설의 구비 여부가 도시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 어느 하나가 결여되거나 상대적으로 부족하여도 도
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된다. 신도시 건설은 기존 모도시가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공간적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보완∙완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에 속한다. 그러나 신도시 자체도 일단 건설되고 나면 또 다른 도시 공간으로
서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공간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도시 건설
의 성과와 과제는 신도시 건설의 목적과 주변 모도시와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접근
되어야 한다. 신도시가 주변 모도시와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맡게 되는 역할은 크
게‘상호 보완과 대체’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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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신도시 개발의 역사와 사례

1. 신도시 개발 역사
도시는 편리함과 경제적 효율성을 바탕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가 과대
해지면 도시에서의 편리성과 함께 각종 환경 오염, 혼잡 등 규모의 불경제가 나타
나게 된다. 이와 관련한 도시 인구의 적정성 논의가 한때 도시 경제학 분야의 대종
을 이루고 있었다. 즉 도시의 인구가 증대되면 각종의 인간 활동이 상호 보완적 상
승 작용을 통해 경제성을 제고하게 되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인구 규모를 넘
어서면 증대되는 경제성이나 편익 못지않게 추가 비용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대되
어 결국 총체적인 도시 공간 관리의 경제성이 감소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 인
구 규모의 적정성 논의가 종전과 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산업혁
명 이후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해 거대 도시가 출현함에 따라 최소한 인구의 과다
밀집 현상은 피해보자는 발상이 서구 사회의 도시 공간 정책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
다. 이러한 도시 공간 정책은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이미 구조화되어 있는 구시가
지와는 달리 계획을 통해 각종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교정적 장치를 포함할 것으
로 기대된다.
신도시 개발 사업은 에베네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 1898)
운동의 형태로 영국에서부터 발전하였는데, 1946년「신도시 개발법(New Town Act)」
의 제정으로 본격화되었고, 이후 각국으로 전파되어 나름대로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신도시의 발전 형태는 대도시 교외에 건설되는 위성도시(satellite town)나 침
상 도시(bed town), 모도시에 연속된 일부분 시가지 형태의 확장 도시(expanded town),
기존 도시 내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시가지 개발지구(new town in town), 미국
에 있어서 새롭게 구성되는 소규모 주거 지역인 신 지역 사회(new community), 공장용
지 공급을 주목적으로 하는 산업 도시(company town), 그 밖에 특정 기능 유치를 위한
관광지∙광산촌∙군 주둔지 등의 신도시(new town)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신도시 형태도 주변 지역과의 유동 인구 비중에 따라 주야간 인
구 격차가 10% 이하인 신도시와 10% 이상인 위성도시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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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도시 개발의 효시 레치
워스의 주택가
주택가와 분리된 레치워스의
상업 지역

이는 도시 공간의 자족성 수준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주야간 인
구 격차가 큰 신도시는 침상 도시의 성격이 강하여 기반 활동 및 고차위 서비스 기
능을 인접 도시에 의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2. 신도시 개발 사례
신도시 개발 사례의 효시는 1903년 영국 런던으로부터 34마일 떨어진 곳에 건설
된 레치워스(Letchworth)와 1920년 런던으로부터 14마일 떨어진 곳에 건설된 웰윈
(Welwyn)을 들 수 있다. 1944년에는 대大런던 계획(Greater London Plan)에 신도시 계획이

채택된 바 있고, 1946년에는「신도시 개발법」이 제정된 바 있다. 이후 1950년 사이
에 8개의 신도시가 런던에서 20~30마일 떨어진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이들 신도시
는 이후에 추가로 건설된 3개의 신도시와 함께 영국의 제1세대 신도시로 분류된다.
이들 제1세대 영국의 신도시들은 런던 주위 그린벨트 밖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부족해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었다.
이들 영국의 제1세대 신도시들은「신도시 개발법」에 의해 지정되었는데, 대체로
인구 규모는 1만 명에서 8만 명 사이로 계획되었고, 지정일부터 완공일까지 걸린
기간도 짧게는 15년(Crawley), 길게는 41년(Aycliffe)이 소요되었다. 건설 기간이 오래 걸
리다보니 최종 인구도 당초 목표 인구를 훨씬 능가하였지만 목표 인구에 미달한 경
우(Hemel, Perterlee, Hatfield, Welwyn, Corby)도 발생하였다. 하지만 바즐던(Basildon)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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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제1세대 신도시
구분

1세대
신도시

도시명

단위 : 명

위치

지정일

초기 인구

목표 인구

최종 인구

완성일

Stevenage 런던 북부 30마일

1946. 11

7,000

60,000(105,000)

73,000

1981. 3

Crawley

런던 북부 30마일

1947. 1

9,000

50,000(80,000)

55,800

1962. 3

Hemel

런던 북부 25마일

1947. 2

21,200

80,000

77,100

1962. 3

Harlow

런던 북동부 25마일

1947. 3

4,500

60,000(90,000)

72,600

1980. 9

Aycliffe

잉글랜드 북동부

1947. 4

60

10,000(45,000)

26,000

1988. 3

Perterlee

잉글랜드 북동부

1948. 3

200

30,000

25,500

1988. 3

Hatfield

런던 북부 20마일

1948. 5

8,500

29,000

25,000

1966. 4

Welwyn

런던 북부 22마일

1948. 5

18,500

50,000

40,000

1966. 4

Basildon

런던 동부 30마일

1949. 1

2,500

50,000(133,000)

104,600

1986. 4

Bracknell

런던 서부 28마일

1949. 6

5,000

25,000(60,000)

50,000

1982. 3

Corby

런던 북부 80마일

1950. 4

15,700

80,000

51,000

1980. 3

비고 : ( )는 변경 후의 목표 인구.
출전 : 대한주택공사,『신도시 전망(Ⅰ) -전원도시에서 도시재개발까지-』,1994, 13쪽.

목표 인구 5만 명을 2배 이상 달성한 10만 4600명이 입주하였다.
영국에서 제1세대 신도시 지정 이후 1961년까지 더 이상의 신도시 지정이 없었으
나 1961년부터 과밀 도시의 인구 분산을 유도하고 지역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
해 제2세대(1961~1966), 제3세대(1967년 이후)의 신도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러한 신도
시 계획의 특징으로는 인구 규모가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신도시에서의 기능

영국의 제2세대, 제3세대 신도시
구분

2세대
신도시

3세대
신도시

도시명

단위 : 명

지정일

초기 인구

Skelmerdale

리버풀 15마일

위치

1961. 10

10,000

목표 인구 최종 인구
80,000

41,800

1985. 3

완성일

Telford

서부 미들랜드

1963. 1

74,750

220,000

117,200

1991. 7

Runcon

리버풀 14마일

1964. 4

28,500

100,000

68,900

1989. 9

Redditch

미들랜드

1964. 4

32,000

90,000

73,000

1985. 3

Washington

잉글랜드 북동부

1964. 7

20,000

80,000

60,000

1988. 3

Milton Keynes

런던 북부 50마일

1967. 1

40,000

250,000

145,800

1992. 3

Peterborough

런던 북부 80마일

1967. 7

84,000

190,000

134,920

1988. 9

Northampton

런던 북부 60마일

1968. 2

131,000

300,000

170,000

1985. 4

Warrington

잉글랜드 북서부

1968. 4

124,000

200,000

150,800

1989. 9

Central Lancashire

잉글랜드 북서부

1970. 4

21,000

400,000

257,000

1985. 12

출전 : 대한주택공사,『신도시 전망(Ⅰ)-전원도시에서 도시재개발까지』,1994,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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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성공적인 신도시 밀튼
케인즈 위성 사진(출처 : 구글
맵스)

을 다변화하여 자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다.2 이들 제2~3세대 신도시들도 지
정일로부터 완공일까지 짧게는 13년, 길게는 28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따라서 영
국의 신도시는 계획과 시공에서 유연성을 지니게 되었다.
영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 사례는 아마도 밀튼 케인즈(Milton Keynes)에
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 도시는 도시 자체로서의 자족적 기능과 전원
적인 주거 생활을 지향하는 영국 신도시의 개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도
시는 1950년대 말 영국 정부의 주택청이 런던의 인구 집중 문제를 보고서로 작성하
면서 개발 필요성을 내세워 1965년과 1966년에 뉴타운 계획이 제시되었고, 1967년
이 지역을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하였으며, 1970년 신도시 개발 계획을 확정지으
면서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밀튼 케인즈 신도시 계획의 특징은 개발이 완료된 신도시의 최종적인 공간 구조
를 상세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계획안의 상당 부문은 사회적, 제도
적 주도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대도시의 물리적 시설 수요, 즉 교통∙배수∙
용수 공급 및 다른 기본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 계
획의 중심 목적은 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도래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대의 선택을 확보하기 위해 신도시에서의 필요한 고정 시설들을 정비하
는 것이었다.

2 안건혁,「자족적 신도시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
제32권 제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8,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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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2월 계획안 작성의 중간 단계에서 자문단들이 만든 중간 보고서가 발표되
었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제안되고 있다. 첫째는 개발 주체로 하여금 계획을 진행
하는데 있어서 제한된 규모로 상세 설계를 시작할 수 있게 한 것이고, 둘째는 주민,
다양한 기구 및 관계 당국에 의해 계획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예비적으로 토의하고
검토하게 한 것이다. 즉 이들 계획 과정은 초기부터 수요자 중심, 거버넌스(협동 관리)
체제로 접근한 것이다.
중간 보고서의 개요는 신도시 계획 구역 안에 있는 모든 가정과 주변에 위치한 많
은 지역 사회에 전달되었다. 전시회와 공청회가 열렸고 언론 매체에서는 계속해서
신도시 구상을 다루어 최종 보고서 작성에 참고가 되게 하였다. 계획안 작성 기간
중에 신도시 개발 공사 관계자와 자문단의 지속적인 토론∙검토가 있었으며, 보
건∙교육∙사회 서비스 및 교통을 다루는 다양한 작업단이 설치되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신도시 계획은 최종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가 새로운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이들 작업단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기존 국가 정책과 지
방 정책의 현실을 고려해야 했고, 국가 및 지방 예산상의 제약을 검토해야 했다. 또
한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 그 일과 관련하여 받아들여졌던 기존 방식을 재검토하
고, 보다 새롭고 나은 아이디어를 찾아내어, 밀튼 케인즈 건설로 인해 얻게 되는 새
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잃지 않아야 했다.
밀튼 케인즈 신도시 계획 작성 중에 논의되어 왔던 많은 목표 중에서 개발 공사는
6개의 광범위한 목표를 정리하고,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여 계
획안을 작성하였다. 이들 6개 계획 목표란 ① 선택의 기회와 자유, ② 쉬운 통행과
접근 및 훌륭한 통신, ③ 균형과 다양성, ④ 매력적인 도시, ⑤ 주민에 대한 공지와
주민 참여, ⑥ 지원의 능률적이고 인상적인 활용 등이다. 이러한 여섯 가지 목표들
은 결국‘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성 체계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택의 기
회와 자유, 그리고 균형과 다양성은 신도시의 자족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밀튼 케인즈 신도시 개발은 주변 지역 사회와 어떻게 조화
를 이루어낼 것인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신도시 개
발 구역 안에 있던 기존 4만여 명이 거주하던 마을과 주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이
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에서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런던 중심지에서 북쪽으로 80㎞쯤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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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분당의 약 5배에 달하는 밀튼 케인즈 신도시는 1969년부터 1992년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정하고 25만 명의 인구를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그러나 1992년 3월 완성
일 기준 14만 5800명이 입주하였다. 즉 밀튼 케인즈는 아직도 계획 목표 인구 2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신도시인 것이다.
1990년 현재 밀튼 케인즈 신도시에는 25개국의 240여 개 기업을 포함 모두 8만 명
을 고용하는 3000여 개의 기업들이 입지해 있다. 이와 함께 도시 자체가 충분한 업
무 및 공장 용지를 확보하고 있어 지금은 물론 장래의 토지 수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지가地價 또한 런던보다 평균 20~30% 정도 싸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거주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입지 업종도 대체로 통신, 전기, 전자, 컴퓨터,
서비스업 등이다. 현재의 인구밀도는 ㏊당 17명꼴인데(1990), 목표 인구 25만 명이
모두 입주하여도 28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가 녹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택은 기존 어느 도시보다도 편리하고, 건축미를 고려하여 건설되고 있으며, 각
종 편익 시설이 도시 문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다. 예를 들면 유럽에
서 제일 큰 쇼핑센터가 도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 자체가 넓은 공원이어
서 별다른 시설이 필요 없을 듯 보이지만, 골프장∙경마장∙동물원∙사파리를 비
롯하여 극장∙연극 무대∙수영장∙골프장∙테니스장 등이 고루 갖추어져 있는 등
도시의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한 배려가 잘 되어 있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가 비대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면서 대도시 주변에 뉴
타운(New Town)을 건설하는 한편, 파리의 2000년 계획에 8개의 대규모 위성도시 건
설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1930년 3개의 뉴타운을 개발한데 이어 1960년대 본격적으로 교외에 신도
시를 건설하여 중심 도시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신도시 개발을 착수하였다. 1980년대에는
연구 기능과 주거 기능 및 생산 기능을 결합한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정책으로
신도시의 정주성과 자족성을 높이고, 지역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일본의
다마 전원도시는 동경으로부터 15~35㎞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2년 기본 계
획을 수립하여 1966년 개발에 착수하였고, 1975년 주택 건설, 1978년에는 중심 지
구 건설이 완료되었다. 계획 인구는 약 31만 명으로 사업 면적은 3196㏊, 인구밀도
는 ㏊당 96.7명이다. 이러한 일본의 신도시 개발은 대규모 신도시∙학술 문화 도
시∙주거 단지로 구분되며, 대규모 신도시는 6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의 인구 규모

262

제6권_ 도시개발사-도시박물관, 성남

로 개발되었고, 침상 도시의 성격이 강한 대규모 주거 단지는 8000명에서 6만 명 수
준으로 개발되었으며, 학술 문화 도시는 특정 기능을 입지시킬 수 있는 여건 조성
에 주력하였다.
일본의 신도시 개발 사례
유형

대규모 신도시

학술 문화 도시

단위 : ㏊ ∙명

신도시명

면적

인구수

비고

다마

3,196

309,000

자족적

찌바

1,933

314,000

자족적

코후쿠

1,317

220,000

자족적

류가사끼

671

75,000

나리따

487

60,000

쯔쿠바

2,696

100,000

아쯔기

273

8,000

후쿠세쯔

603

65,615

하찌오남부
주거 단지

392.5

28,000

이즈미

370

32,000

오오끼

189

16,000

1,047

8,000

한노

출전 : 안건혁,「자족적 신도시의 적정 규모에 관한 연구」,『국토계획』제32권 제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8, 45쪽.

그 밖에도 신도시의 예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호주의 수도 캔버라, 브라질의
신수도 브라질리아와 상파울로, 리오 데 자네이로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신도시
개발 사례는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계획 기간이 길고 주
변 지역과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중시하며 비교적 자족 도시를 겨냥하고 있다는 데
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개발되는 신도시는 자족적 공간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의 새로운 토지 수요 발생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유기적 계획
有機的 計劃(organic planning)을 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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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우리나라신도시개발사업과성남시신도시개발

성남은 1968년 수도 서울의 도심을 정비하면서 청계천 일대에 몰려 살던 불법 판
자촌을 철거하여 임시 거주지로 옮겨 놓은 무계획적 신도시의 일종으로 탄생하였
다. 이어 1989년 당시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당이라는 계획
적 현대 도시가 탄생하였고, 다시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의 택지 부족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판교지구와 위례 신도시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중 판교지구와 위례 신
도시는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미래의 공간 논리’를 연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성남의 도시 성장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의 공간 논리를 모
두 포함하는 신도시 개발사와 궤를 같이 한다.

1. 산업화의 파생품, 성남의 본시가지
우리나라의 신도시 개발은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관련한 신공업 도시와 산업 기
지의 성격으로 출발하였다.3 즉 1960년대 초 울산 공업 도시를 비롯하여 1970년대
중반에는 고용 확대와 수출 신장을 위한 전자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구미시를 개발
하고, 종합 기계 공업 육성을 위해 창원시를, 그리고 석유∙화학 공업 기지 조성을
위해 여천시(현 여수시)를 개발하게 되었다. 한편 그간의 경제개발 계획이 수도권 인
구 집중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유도하고 공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반월지구(경기도 안산)를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다음 표에서 울산∙구미∙포항은 기존 도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창
원∙여천∙반월은 배후 도시 건설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성남은 모도시인 서울의
베드타운 성격으로, 그리고 과천은 모도시의 기능 분산 성격으로 개발된 위성도시

3 한반도에서의 신도시 건설의 역사는 길다. 개성(開城) 그리고 조선 개국과 함께 풍수지리설에 입각하여 건설한 신수

도 한성(漢城)과 화성(華城)은 모두 신도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적인 도시 기능을 갖춘 신도시 건설은 1960년대
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기조,「신도시계획에 있어서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Ⅱ)」,『국토계획』제32권 제1호, 대
한국토∙도시계획학회, 1997. 2, 27~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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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집단 이주지로 출발한
성남 본시가지의 현재

이며, 대도시 내 신개발지구(New Town in Town)인 서울의 영동∙반포∙개포∙고덕동
등은 주거 단지 개발의 성격이고, 여의도∙잠실∙상계의 경우는 도심 기능 분산 개
발의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대덕(연구 기능), 계룡(군사 기능), 둔산(신행정 타운) 등은 특
수 기능 수행을 위한 신도시 개발 사례에 속한다.
따라서 성남의 본시가지도 수도 서울의 미화운동(city beauty movement)을 통해 탄생
한 신도시에 속한다. 다만 1968년부터 시작된 광주대단지 조성 사업은 처음부터 계
획을 세우고 진행된 신도시 사업이 아니라 아무런 계획도 없이 서울의 도심 청계천
변에 산재해 있던 판자촌을 철거하여 옮겨 놓은 일종의 임시 집단 이주지였다.
1962년부터 시작된 산업화 정책은 도시에서의 다양한 일자리와 농촌의 상대적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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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목적과 착공 연도(1960�1980)
개발 목적

신도시(착공 연도, 기능)

공업 도시 형성

울산(1962), 포항(1968), 구미(1973)

공업 기지 배후 형성

창원(1977), 여천(1977)

대도시 인구 및 기능 분산

성남(1968), 반월(1977), 과천(1979), 수도권 5개 신도시(1989)

도심 기능 분산 및 주택 공급을 위한
주거 단지 형성

여의도(1967), 잠실(1971), 영동(1968), 개포(1982), 목동(1983), 고덕(1982),
상계(1986)

특수 기능 부여

대덕(1974, 연구 기능), 계룡(1983, 군사 기능), 둔산(1988, 신행정 타운)

후성이라는‘공간의 이중 구조’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 무작정 서울로
전입한 사람들이 조성한 도심 주변의 무허가 판자촌은 결국 산업화 논리의 파생물
이었다. 따라서 성남의 본시가지는 우리나라 산업화 논리의 공간 특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결국 성남은 탄생에서부터 성장의 모든 과정이 신도시 개발 역사와 관
련되어 있다.

2. 분당 신도시의 현대 논리
1980년대 후반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 시장 가격을 진정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초기에는 분당, 평촌, 산본
등 세 지역만이 검토된 듯하나 정책 입안 단계에서 일산과 중동 지역이 추가되어 5
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진전되었다. 서울 주변 신도시 개발 정책의 구상은 철저
하게 보안을 유지하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이나 주민들의 실수요를
바탕으로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공급 측면에서의 200만 호 주택 건설이라는 정책 의
지를 실현하려는 방향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4
1989년 4월 20일 건설부 장관이 청와대에 5개 신도시 건설 계획안을 보고할 때에
는 이미 청와대의 지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상의 절차적 성격이 강했다. 4월
27일 5개 신도시 건설 계획이 공식 발표되었고, 5월 4일에는 분당 지역이 택지 개발

4 남영우,「신도시의 건설과 성남의 발전전략」
,『자치시대와 성남권 성장전략』,현대경제사회연구원 지방 순회 세미나

주제 발표 논문집, 1992. 10. 29, 31~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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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로 지정되었으며, 6월 20일에는 분당지구 개발사업소가 설치되었다. 8월
30일에는 개발 계획이 승인되었고, 9월 12일에는 택지 선분양 계획이 승인되었으
며, 10월 16일에는 실시 계획이 승인되었다. 1991년 5월 27일에는 분당출장소가 설
치되더니, 9월 17일에는 분당구청으로 승격되었고, 11월부터는 시범 단지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이 분당 신도시 개발은 불과 몇 개월의 밀실 계획 과정을 통해 실시 계획
이 승인되는 등 초고속 추진 절차를 거치는 사이에 정책 결정자의 의지만 내세운
졸속 개발 과정을 밟아 왔다. 개발의 동기부터 주택 가격 안정이라는 경제적 측면
만 강조되었기 때문에 지역 계획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성격인 종합성綜合性, 장기
성長期性, 정주성定住性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다. 주택은 일반 재화와는 달라서
단순히 공급량만 늘린다고 시장 가격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 시장이 원활하
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지성適地性, 적가성適價性, 적시성適時性, 적량성適量性을 갖추
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의 공급 가격을 통제하면서 적량성만을 내세운 신도시 개발
정책이 하나의 목표 가치를 실현할 수는 있어도 여타의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는 등
다른 많은 부작용을 드러낼 수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분당 신도시 개발 계획에서 표방하고 있는 개발 목표는 ① 인구 4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기능과 상업 및 서비스 기능 등 자족적 기반을 확보하고, ② 21세기를
대비한 미래 지향적인 정보 산업 기능을 도입하며, 생활 시설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첨단 정보 기능, 상업∙업무 기능 및 금융 서비스 기능을 입지시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분당 신도시 개발 사업의 성격은 경기도의 평촌(안양), 산본
(군포), 중동(부천)과 같이 주거 기능 일변도의 신도시 개발과는 달리 자체로서의 자족

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분당은 이제까지의 신
도시와는 달리 계획을 중시하고, 계획에 의거 추진된 현대 도시 계획의 표본이다.
분당은 계획 면적에 있어서나 수용 목표 인구에 있어서 단연 다른 신도시를 능가
하고 있는데, 5개 신도시 계획 면적 1517만 7000평 가운데 39.2%, 5개 신도시 전체
계획 인구 117만 4000명의 33.2%를 차지하고 있다. 용적률은 일산의 168.6%보다는
높지만 평촌(204%), 산본(210%), 중동(225.6%)보다는 낮은 181%로 되어 있고, 대체로 주
택 규모가 중∙대형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분당이 지리적으로 서울 강남 지역과
연접되어 있어 이와 비슷한 주거 선호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주택 분양이 계획대
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배려된 계획 지표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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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을 젖줄로 하여 탄생된 분
당 신도시

수도권 5개 신도시별 건설 계획 개요
도시명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천㎡

19,675

15,710

5,152

4,189

5,448

(천평)

5,986

4,752

1,496

1,267

1,648

390

276

168

170

170

구분
총면적
목표 인구(천명)
단독 주택
임대
주택 호수
(천호)

공동
주택

국민(연립)
분양
계
평균

용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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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주택

3.2

6.3

0.6

0.6

1.0

15.5

6.2

14.1

11.0

11.5

48.8(6.6)

39.0(5.1)

19.3

19.2

22.4

30.0

15.5

8.0

11.2

7.6

97.5

69.0

42.2

42.0

42.5

181

168.6

204

210

225.6

임대

153

130

194.3

195

220

국민

175

165.5

207.9

199

225

분양

193

183.8

209.0

220

229.9

인구밀도(인/㏊)

196

176

344

392

312

총사업비(억원)

30,987

24,500

9,260

6,871

1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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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명
구분
개발 기간

시행청

위치

토지 이용
계획(㏊)

행정 구역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1989. 8. 30~
1992. 12. 31

1989. 8. 30~
1992. 12. 31

1989. 8. 30~
1992. 12. 31

1989. 8. 30~
1992. 12. 31

1990. 2. 8~
1992. 12. 31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부천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성남시

고양군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

동남쪽 25

북서쪽 20

남쪽 20

남쪽 25

서쪽 20

주거 지역

614.0

528.0

193.6

191.2

180.4

상업 지역

85.5

45.7

18.3

22.8

51.7

업무 지역

72.5

106.7

4.1

-

72.5

학교

72.1

59.7

34.3

32.5

42.5

공용 청사

16.0

9.0

15.3

8.7

16.6

도로

380.4

304.7

112.7

54.5

133.3

공원 녹지

365.5

372.9

70.2

63.6

66.3

기타

287.9

146.4

46.2

45.6

105.1

서울로부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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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교와 위례 신도시의 미래 논리
1) 판교 신도시
분당 신도시의 개발은 오랫동안 특별 관리되어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했던 소위
남단 녹지를 주로 서울 강남권 주민들을 위해 개발하여 결국 성남을 침상 도시로
전락했다는 우려를 낳았다. 또한 수도권 제1기 신도시는 대체로 규모가 커서 또 다
른 도시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이 거셌다. 제1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사업은 교
통∙환경∙교육 등 기반 시설의 부족과 비용 분담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
기하였다. 수도권 제2기 신도시 개발은 이러한 제1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비판으로
소규모 분산적 택지 개발과 준농림지 개발 허용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러
한 제1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공간 수요를 충족시
키기 위해 판교와 화성 동탄을 시작으로 수도권 제2기 신도시 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제1기 수도권 신도시 개발 사업이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드러내자 김영삼 정부
(1993~1997)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자제하였다. 다만 김영삼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

는 주택 공급 정책을 지원하였는데,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주택 시장에서 수
요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다. 김대중 정부(1998~2002)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
복하는데 국가 역량을 집중한 결과 주택 공급량을 적정화하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3년에 집권한 노무현 정부(2003~2007)는 폭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제2기 신도시 개발 정책을 발표하였다. 제2기 정책에 포함
된 사업지구는 성남 판교, 화성 동탄1∙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수원 광교, 서울 송
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에 걸친 위례, 인천 검단, 양주 옥정, 오산 세교, 평
택 고덕 국제화 도시 등 모두 11개 지역으로 약 70만 호 주택 건설에 해당한다. 제2
기 수도권 신도시는 제1기 신도시보다 친환경적으로 추진되어 녹지율을 높이고 인
구밀도를 줄이는 등 보완책이 강구되었다.
다음 표의 제2기 신도시 유형에서와 같이 성남은 판교 신도시, 위례 신도시 등 제
2기 신도시 개발과 연관되어 있고, 보금자리 정책에도 여수지구가 포함되어 있다.
다른 한편 도촌지구는 대도시 내 신개발지구 개념으로 개발된 사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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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형인 판교 신도시의
야경

제2기 신도시 유형
권역

신도시명

수도권

판교, 광교, 운정, 위례, 동탄, 한강, 양주, 고덕 국제화 도시, 검단

수도권 보금자리

서울 강남, 서울 서초, 성남 여수, 미사리 강변 도시(하남 미사)

비수도권 신도시

아산, 도안

판교 신도시 개발에 관한 논의 과정은 1976년 5월 판교 등 남단 녹지 2020만 평에
대한 건축 제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판교동 일대의 남단 녹지는 그린벨트에 준하
여 관리되어 오던 지역이라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었다. 분당 신도시 개발로 남단
녹지 관리의 명분은 사라졌고, 판교동 일대의 남단 녹지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표명된 것은 1995년 10월 24일 지역 주민들에 의해 판교개발추진위
원회(위원장 김대진)가 구성되고 부터이다. 정부도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의 건축을 계
속 제한 할 수 없는데다가 분당 신도시만으로는 성남시 전체의 자족 기능을 실현하
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진된 판교 신도시에는 주거와 생산 공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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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남은 이미 현대적인 제조업이 입지할
수 없는 지가地價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판교 신도
시에 유치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신분당선 전철 개통으로 판교 일대
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주변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으로 첨단 업태에 속하는 정보∙통신 산업, 전
자 기기 산업 등이 일종의 클러스터를 형성하며 판
교 일대에 입주하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998
년 5월 10일 건설교통부는‘2016년 성남시 도시 기

정자역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판교를 관통해 운행하는 신분
당선 전철 판교역 승강장

본 계획’을 승인하면서 판교동 일대 210만 평을 개
발 예정 용지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2001년 12월 26일 건교부 고시 2001-344호에
의거하여 931만 5000㎡를 성남 판교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하였다.
2003년 12월 30일에는 판교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 계획 승인 고시가
있었고, 2004년 11월과 12월에 걸쳐 재해영향 평가, 인구영향 평가, 교통영향 평가,
판교지구 택지 개발 사업 개요

단위 : ㎡ ∙ 명 ∙%

구분

내용

사업 목표

성남시의 지역 발전 및 도시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 공간 구조를 마련하고
수도권의 택지난을 해결하기 위함

사업 시행 기간

2003. 12 ~ 2010. 1(1단계), 2010. 12(2단계)
주택용지 : 2,370,722.0(25.7)
상업 시설 : 132,955.3(1.45)
상업용지

토지 이용 배분

주상 복합 : 88,053.0(0.95)
도시 지원 시설 : 433,247.5(4.70)
업무 시설 : 55,095.1(0.60)

도로용지 : 1,606,552.7(17.46)
광장 부지 : 352,394.8(3.82)
공원 부지 : 2,332,201.2(25.10)
녹지 : 382,011.9(4.35)
공공 공지 : 252,495.3(2.73)
단독 주택 : 상주인구 6,192 / 면적 549,491.3(5.96)

주택 유형별 상주인구와 면적

연립 주택 : 상주인구 3,015 / 면적 255,410.0(2.77)
아파트 : 상주인구 87,840 / 면적 1,538,972.5(16.68)

비고 : ( ) 비중은 전체 사업 면적 대비 백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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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 평가 등에 대한 협의와 심의를 마쳤다. 판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교통
영향 평가는 3차에 걸쳐 재협의를 마쳤고, 실시 계획도 5차에 걸친 계획 변경과 13
차에 걸친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을 거쳤다. 판교 신도시는 2010년 1월 22일 1
단계 사업을 준공하였고, 그해 말에 2단계 사업이 준공되었다.
판교지구 택지 개발 사업은 남단 녹지 정책에 의한 장기간의 건축 제한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당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작되었다. 또한 성남시의 지역
발전 및 도시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 공간 구조를 마련하여 수도권의 택지
난을 해소하고, 산업 자족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사업 대상 면적은 921
만 9330.6㎡(278만 8835평)으로 2만 9263가구, 인구 8만 7789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지
구 단위 계획이 마련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공급될 주택 유형별 구성비는 단독 주
택이 23.4%, 연립 주택이 10.9%, 아파트가 65.7%로 설계되었다. 토지 이용은 주택
용지 237만 722㎡(25.70%), 상업용지 70만 9350.9㎡(7.70%), 공원 233만 2201.2㎡
(25.10%), 녹지 38만 2011.9㎡(4.35%), 도로 160만 6552.7㎡(17.46%)로 구성되어 있다.

2) 위례 신도시
위례 신도시 또한 성남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위례 신도시는 서울시 송
파구,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일부 관할권을 행사하는 독특한 지리적 속성을 지
니고 있다. 위례 신도시 사업은 2005년 8월 31일 정부가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송파∙거여 지구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2005년 12월 27일 관계 장관 회의를 거쳐 송파∙거여 지구 개발 방안을 확정하였
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정부의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착수
되었으며, 사업 시행을 통해 서울 강남 지역의 안정적 주택 수급과 서민을 위한 주
거 확충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2006년 6월 1일엔‘그린벨트 해제 방안 및 국책 사업 인정(안)’이 중앙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고, 6월 30일에는 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 기관 협의를 완
료하였다. 7월 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고, 7월 13일에는 주택 정
책 심의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7월 21일 송파∙거여 지구에 대한 개발 예정
지구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72호로 지정 고시되었다. 2008년 8월 5일에는 그
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개발 예정지구 지정이 변경되었으며, 개발 계획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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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되었다. 그리고 2010년 1월 6일 개발 계획 변경
및 1단계 실시 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위례 신도시 사업지는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과
장지동 일부 지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과
복정동 일부 지역,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과 감이동
일원에 걸쳐 있는 면적 678만 8331㎡의 규모이다.
즉 위례 신도시는 2개의 광역자치단체와 3개의 기
초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있는 복합 경계 신도시인
셈이다. 위례 신도시 사업은 2006년을 기준 연도로

위례 신도시 공사 현장(2013)

2015년을 목표 연도로 하고 있고, 사업 기간은 2008
년 8월 5일부터 2015년까지이다. 목표 인구는 11만 5000명으로 4만 6000세대를 공
위례 신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

단위 : ㎡ ∙%

구분
단독 주택지
공동 주택지(아파트 부지)
주택 건설용지

소계

공공시설용지

206,245

3.4
36.5

18,767

0.4

192,960

3.1

2,638,326

43.4

일반 상업용지

67,783

1.1

근린 상업용지

47,137

0.8

업무 시설용지

143,858

2.3

복합용지

187,493

3.1

소계

446,271

7.3

도로 부지

1,105,141

18.2

주차장용지

44,694

0.7

광장용지

84,090

1.4

공원용지

1,102,822

18.1

녹지

328,569

5.4

공공 공지

106,302

1.7

231,511

3.8

3,003,129

49.3

6,087,726

100.0

학교용지(유치원 4, 초 10, 중 5, 고 4)
소계
합계

출전 : 한국토지주택공사,「위례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 기본 설계 보고서」,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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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2,220,354

근린 생활 시설
준주거 지역

상업 업무 시설용지

면적

급할 예정이다. 이를 주택 유형별로 구분하면 단독 주택 수용 인구가 1548명, 공동
주택 수용 인구가 10만 3422명, 주상 복합 수용 인구는 1만 30명이다.
표에서와 같이 위례 신도시의 토지 이용 계획 특징은 녹지 비율은 판교 신도시에
비해 약간 높으나 공원용지는 판교의 25.1%보다 현저히 낮은 16.2%에 지나지 않는
점이다. 위례 신도시의 공동 주택(아파트) 용지 비율은 판교의 16.69%보다 매우 높은
32.7%를 보이고 있고, 단독 주택지나 근린 생활 시설 등은 모두 판교보다 낮은 편이
다. 무엇보다 위례 신도시는 성남∙하남∙서울시 송파구가 관련되어 있는 복합 경
계 도시라는 점이다. 즉 사업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38.39%, 전체 계획 인구의
41.94%인 4만 8228명을 수용할 서울시 송파구 관할 구역과 전체 면적의 41.06%, 전
체 계획 인구의 35.28%인 4만 577명을 수용할 성남시 관할 구역, 그리고 전체 면적
의 20.55%, 전체 계획 인구의 22.78%인 2만 6195명을 수용할 하남시 관할 구역이 위
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라는 동일 사업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복합 경계 신도시 위례의 관할 구역 구성
구분
사업 면적
수용 인구 계획

성남

단위 : 천 ㎡ ∙ 명 ∙%

송파

하남

합계

2,787(41.06)

2,606(38.39)

1,395(20.55)

6,788(100.00)

40,577(35.28)

48,228(41.94)

26,195(22.78)

115,000(100.00)

제4절 성남시 신도시 개발 정책의 성과와 과제

성남시의 도시 발달사는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즉 1968
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한 성남 본시가지의 산업화 공간 논리, 1989년 착수된 분당
신도시의 현대 도시 관리 논리, 그리고 판교와 위례 등 미래 첨단 기술을 접목시킨
미래의 공간 논리가 그것이다. 이들 신도시 개발 정책의 성과와 과제는 첫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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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합리성 측면, 즉 계획 절차에서의‘거버넌스’가 신도시 개발의 성과 및 과제
와 연계되어 있다. 둘째, 개발 목표 가치의 정당성도 신도시 개발의 성과와 과제로
이어진다. 신도시 개발 정책의 목표 가치는 지역 사회 형성, 도시 기능 측면에서 주
변 도시와의 상호 관계와 신도시 개발 정책 수혜 배분 과정으로 표현된다. 셋째, 개
발 방식 및 사후 관리의 연계성도 신도시 개발의 성과와 과제에 영향을 미친다. 여
기서는 성남시의 신도시 개발 20년의 성과와 과제를 이상 세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
고자 한다.

1. 개발 과정의 합리성 측면
인간이 지향하는 바는 인간이 가진 지적 한계와 환경 변수의 돌발성에도 불구하
고 합리적 선택 과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특히 공간에 관한 한 결정의 불가역성�可
逆性이 그 어느 면에서보다도 크기 때문에 공간 이용 계획에는 합리적인 절차가 요

구된다. 합리성의 수준과 범위에 관한 개념 정의가 어려운 것이기는 하지만 도시를
포함하는 지역 계획은 통상 공간상의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종합성(comprehensiveness), 지역의 변수 및 변수 통제 결과가 미래에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장기성(longterm),

인간 거주에 적합할 것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의 정주성(settlement) 등 세 가지

성분의 성격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결국 이러한 세 가지 성분의 성격을 갖춘 도시 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절
차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
첫째는 문제점의 확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남의 도시 성장 배경에는
거대 도시 서울에서의 불량촌 정비와 극심한 주택난 해소에 있고, 주택의 공급량
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자는 발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이라
는 재화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적지성이라는 성분의 영향력이 큰 시장 구조를 띠
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발생 지점과 처방의 장소가 다르게 되면 또 다른 심각한
공간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모도시와 신도시 간의 교통 문제, 집적集積 효과의 감
소 등은 공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적지성 기준을 도외시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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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신도시 개발 문제점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목적과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정립하는 절차이다.
계획 자체로 보면 광주대단지 사업을 제외하면 분
당 신도시 개발 계획의 목적과 목표는 분명 지표화
되고 있을 정도로 절차적인 합리성을 포함하고 있
는 듯하다. 그러나 문제점과 관련한 계획 목표이고
개발 지표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공
간 문제는 그 영향 범위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
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서울 강남 수준의 주거

판교 개발 당시 공공이란 명목
으로 보상 규모를 낮춘 것에 대
한 주민들의 항의 집회(2001)

조건을 갖추어주면 그들 수준을 선호하는 계층을
흡수할 수 있으리라는 단순한 기대는 가능할지 모르나, 그로 인해 후방에 연계되어
있는 서울의 거주 공간에 대한 파급 효과를 감안한다면 분당 신도시 개발 계획의
목표가 종합성을 결여하고 있다. 결국 신도시 개발 계획이 종합성을 결여하게 되면
신도시 건설로 인한 공간 문제 해결 못지않게 또 다른 공간 문제를 유발하여 악순
환을 거듭하게 된다.
셋째는 가능한 제약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종의 제도를 통해 남용을 억제하고 오용을 방지하는 수단이 강구되어
야 한다. 이러한 제도는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 계층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그를
통해 재산권 행사의 일관성을 기하고 정책 목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미래
에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1970년대 이후 국토 공간 이용에 대한 우선적인 과제는 어떻게 하면 수도권의 과
밀화를 완화 내지 억제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느냐에 있었다. 정부
는 이러한 대전제를 사私 분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적용해 오면서도 정부 활동에
대해서는 초법적 권력을 행사하여 이를 무시하거나 외면해 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결국 그때그때 공공 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어떠한 제약도 없이 공간을 개발하
다보면 정책의 일관성을 기할 수 없게 되고, 사 분야와 공공 분야의 마찰은 심화되
며, 공공 결정 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5개 신도시 개발이 수도권 과밀화를 부추길 것임은 분명한데 이러한
개발 계획의 제약 요소를 외면하고, 국토 공간 정책의 대전제를 도외시한 발상이
단편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제약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계획을 수립한 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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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은 절차상 합리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넷째는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일이다. 과학 기술의 발전은 인간 활동의 입지 선호
방향과 크기에 영향을 미쳐 공간 활용도를 변화시킨다. 10년 전의 지식으로는 불가
능했던 공간 이용이 현재의 발전된 기술을 통해 가능해져서 보다 늦게 개발된 지역
이 먼저 개발된 지역보다 선호되는 예는 많다. 따라서 어떠한 지역을 개발할 때는
반드시 목표 연도의 상태를 예측하여 계획 당시부터 고려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불필요한 재원 투입을 막고 예기치 못한 악영향을 예방할 수 있게 해줄 수 있
음은 물론이다. 용적률을 한 예로 들면 외국의 신도시 개발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
라도 과연 미래 지향적인 도시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배려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
을 수 없다. 이는 도시가 갖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외면한 채 주거 기술상의 측면
만 고려한데서 야기된 계획 지표인 듯하다.
기존 도시화 지역에서의 재개발도 아니요, 미개발지에 대한 신개발 도시가 이 정
도의 계획 지표를 표방하고서야 인간을 위한 정주 공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타당성만을 내세운 초고층 아파트 자체는 미래 이 지역에서의 토
지 수요 발생에 대한 배려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계획 당시의
지식수준에서만 타당할 듯한 신도시 개발 지표가 초기에는 유토피아로 보일지 모
르지만 인지認知의 한계로 인한 예측의 오차는 계획 당시로서는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을 노출시켜서 결국 거대한 괴물로 둔갑할지 모른다. 그래서 신
도시 개발 계획은 다가올 시점에서의 상황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간 유보를
배려한 유기적 성격을 지녀야 한다. 높은 용적률, 초고층 아파트, 부족한 녹지 공간
등은 도시의 유기적 성격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도시 자체를 개발 당시의 화석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어느 일정 기간만 타당한 신도시 개발은 미래 세대에게 크나큰
부담을 전가시키는 반윤리적 공간 활용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는 개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의 탐색과 이의 평가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는 개발 수단 간의 기회비용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내세운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수단이 과연 신도시
개발 방법밖에는 없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주택난은 인구 과밀화로 비롯된 문제
이다. 그렇다면 주택 공급량을 늘려 나가는 소극적인 대안보다는 인구 분산을 유도
해 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음직하다. 표현은 지역 균형 발전
이요, 지역 격차 완화라 하지만 그러한 목표를 실현하려는 수단들을 면밀히 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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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불균형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개발
사업은 허다하다. 물론 소극적인 방법과 적극적인 방법을 병행하여 정책의 효과성
을 제고한다는 데에는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겠지만 총 사업비 8조 3300억 원에 달
하는 신도시 개발 방식은 병행 실시라기보다는 소극적 해결 방안에 지나치게 편중
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여섯째로 검토된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여 계획으로 옮기
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과 관련한 환경∙인구∙교통 영향 평가 결
과가 사업 수단 선택이나 사업 규모 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이러한 제반 영향 평가 작업이 제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다
고 보기 어려우며 이의 반영 정도도 사후 합리화에 그치거나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계획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개발 속도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계획 당시로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
의 출현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이러한 유연성은 예
견 능력과 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 만큼 요즘은 우리나라 실정에서 보면
일거에 막대한 자원을 확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전체적으
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을 늘려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신도시
개발 기간을 보다 길게 잡아야 한다.

2. 개발 목표 가치의 정당성 측면
신도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 살게 될 새로운 공간이다. 즉 정주성을 갖추어
주는 것이 신도시 개발 과정의 핵심이다. 이러한 신도시 개발의 목표는 그곳에 들
어와 살게 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인근에 입지해 있는 기존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 미래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신도시 개발
정책의 목표 가치는 지역 사회 형성, 도시 기능 측면에서 주변 도시와의 상호 관계
와 신도시 개발 정책 수혜 배분 과정에서 정당화되어야 한다.
첫째, 신도시 개발 목표의 정당성은 먼저 도시 사회적 측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신도시도 결국은 인간 사회를 수용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렇다면 도시 개발
이 단순히 도시 시설의 구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역 사회를 창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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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
고 있는 모녀

어야 한다. 그러한 지역 사회는 신도시를 하나의 고립국孤立國으로 만드는 것이 아
니라 기존 주변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에서 창출되어야 한다. 시설(구조)
만 구비되면 소기의 사회적 관계(기능)가 형성되리라는 공학적 발상은 신도시를 삭
막하게 만들 수 있다. 가뜩이나 주거 기술상의 문제점으로 희석된 휴식 공간이나
문화 공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과 함께 그러한 시설
의 효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역 사회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초현대적 기술을 내세운 신도시 개발이 전통 가치를 포용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합리적인 개발이라 보기는 어렵다. 단시일 내에 이질적인 요소를 유입할 수밖에 없
는 신도시 개발일수록 입주민들이 스스로 지연적地緣的 연고성을 찾아 지역 사회의
공통 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대한 배려가 아쉽다. 일산 신도시의 경우
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다소 다르지만 분당 신도시의 경우 분당 고유의 지연성을 느
끼기에는 거리가 먼 지형의 전면 개조 방식을 띠고 있다. 사람마다 살아온 내력이
있듯이 땅마다 지나온 역사가 있다. 이러한 땅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살려 두지 못
한다면 지역 사회의 근거는 희박해지기 마련이다. 특히 판교지구의 개발이 더욱 그
러하다. 판교는 역참 제도가 운영되던 유서 깊은 곳이다. 그러한 역사성은 쉽게 만
들어지지 않는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존∙유지∙관리되었어야 할 우리의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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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여지도』에 표시된 판교
역(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역사성이 판교 신도시 개발로 사라졌음은 큰 유감이다.
둘째, 또 다른 개발 목표 가치의 정당성은 도시 공간 형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의 자족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는 인간의 불필요한 노력을 최소화하
려는데 있다. 인간 활동은 근본적으로 거리에 의해 구속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노력을 들여서라도 보다 큰 효용을 얻어 보려는 욕망이 있
다. 이는 기능 분담을 통해서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어느 지역도 고립되어서는 삶
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 분담도 가능한 인근
지역과 상보적 관계에 있을 때보다 효율적이다. 불행히도 수도권 신도시 개발 계획
은 주변 도시와의 그러한 공간적 관계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신도시 자체의 자족성과 주변 지역과의 상보적 관계에 대한 검토는 도시 기능 측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한 예로 1996년 조사(경기개발연구원, 1996)에 의하면 신
도시 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구수는 전체 입주자의 23.7%에 지나지 않는다. 나
머지 76.3%가 신도시 외곽 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서울시로의
출퇴근 가구 비중이 48.3%나 되었다. 결국 이러한 침상 도시 성격의 도시 공간 형성
은 입주자나 주변 도시 주민들에게 거리 극복에 따른 공간 부담을 주게 된다. 신도
시 자체만의 인구 규모에 의한 자족성(이 지표도 고려되지 못했지만)을 고집한다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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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위 도시 기능을 서울시 등 대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주변 지역과의 상호
관계에 대한 검토 없이 신도시 공간 기능을 설정할 때 공간 효율성이 저하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내에서의 정주 환경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5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신도시 관리는 계획 당시 고려했던 도시의 제반 편의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 훼손 요인을 검출해 내어 이
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분당 신도시는 그러한 점에서 기존 성남 시
가지와 보완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개발되었어야 했고, 분당 입주민도 기존 성
남의 도시 구조를 통해 나그네가 아닌 정착인 다운 정주 의식을 키워 나갈 수 있도
록 했어야 한다.
셋째, 신도시 개발 목표 가치의 정당성은 정책 수혜 폭의 배분과 관련하여 검토되
어야 할 것이다. 이는 경제적 요소와 유기적 관계에 있다. 분당의 개발 계획이 서울
문제의 해결 방안이기 이전에 인근 성남시 문제의 해결 방안이었어야 했다. 현재
성남시가 안고 있는 각종의 도시 문제는 1968년 무모한 광주대단지 이주 대책의 공
간 유산이다. 이러한 공간 유산은 분당 개발 계획과 연계되었을 경우에만 해결 가
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분당 개발의 혜택은 성남 시민의 극소수에게만 돌아간 채
대부분 서울 시민에게 돌아갔다.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서울 시민이 되기만 하면
각종의 개발 이익을 얻는데 유리하게끔 되어 있다.
또한 공간의 연고권을 소유권에만 한정하는 발상은 제도 자체의 역기능만 초래
한다. 대대로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정자나무는 설령 옆집 김 아무개 토지 위에 위치
하고 있을 지라도 마을 사람 모두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김 아무개
가 함부로 베어 낼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네 고유 정서에 부합된다.
신도시 개발 정책은 막대한 재원 투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국민 경제의
파급 효과 또한 크다. 즉 신도시 개발은 직∙간접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비용이 분
담되는 거대한 사업이다. 그러나 그러한 국민적 비용 분담의 폭만큼 모든 국민이
신도시 개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얼마의 입주금을 내고
분당에 입주하게 된 사람은 주택 시장에서 상당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
한 개발 이익은 다름 아닌 온 국민이 직∙간접으로 부담한 비용의 편익이다.

5 임경수,「삶의 질과 신도시 환경정책」
, 한국지역사회개발학회 춘계 학술 발표회 발표 논문, 성결대학교, 1997.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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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 신도시 주변 주민들이 겪게 되는 각종 불편, 상대적인 박탈감, 덩달아
상승하는 기대감과 현실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괴리감 등은 정작 신도시에 입주하
는 주민과 너무도 큰 대조를 이루게 된다. 결국 내 돈 내고 입주하게 된 신도시에서
얻은 개발 이익이 다른 사람에게는 커다란 비용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
다. 이제까지의 공간 개발 방식은 이러한 개발 이익 수혜 편차를 더욱 확대시켜 온
감이 없지 않다. 이러한 수혜 폭의 차이는 얼마간 사회로 환원되어야 한다. 그 환원
은 일차적으로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존 주변 시가
지와 보완적 공간 관계를 배려하지 못한 분당 신도시 개발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겪게 되는 상대적인 박탈감, 교통 혼잡, 지가 상승 등은 개발 혜택에서마저 배제되
어 온 그들에게는 크나큰 비용이다.

3. 개발 방식 및 사후 관리와의 연계 측면
5개 수도권 신도시 개발과 제2기 신도시 개발은 기존 원주민의 주거 시설을 전면
철거한 후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누구를 위
한 개발이냐?’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노출시켜 왔고 올바른
지방 자치의 정착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위례 신도시 개발 과정
에서 미리 다양한 갈등 요인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신도시 개발 방식
을 모색한 사실은 매우 진전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당의 경우 계획 당시에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고려되지
못했음은 전술한 바와 같고, 더구나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각종 사회 문제, 주변 지역
과의 시설 연계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떠맡는 것도 개발 이익의 활용 측면에서 다
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특히 신도시 건설이 종료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
화 시설과 생활 편의 시설 등을 건설해야 한다면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모두 지
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어야 할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 사업이 중앙 정부 주도로
추진된 데 따른 부작용이다.
신도시 건설로 인해 야기되는 공간 충격은 사업 주체가 충분히 완화 내지 제거해
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신도시 건설이 원주민 삶의 터전을 보전하면서 새로운
공간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결국 신도시 건설은‘삶의 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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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켜야지 악화시키거나 주변 지역 사회에 각종 공간 문제를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고 누가 살 것인지를 함께 고려한 신
도시 개발 계획은 보다 장기간에 걸친 여론 수렴과 보다 먼 장래를 염두에 둔 구상
으로 구체화되어야‘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의 신도시 개발은 단기에 졸속 집행을 서두르다 보니 사업 기간 중 잦은 계
획 변경이 있어 왔다. 1994년 3월까지 분당지구의 경우 7차례, 일산지구의 경우 5차
례, 평촌지구의 경우 6차례, 중동지구의 경우 5차례, 산본지구의 경우 8차례의 계획
변경이 이루어졌다.6 이는 계획 당시 고려하지 못했던 여러 변수의 상호 작용 결과
때문인데, 이에 따른 설계 변경 등 추가 비용 부담은 국가 경제에 예기치 못한 충격
을 주기 마련이다. 이러한 계획의 잦은 변경은 미래 공간 수요 발생을 신도시 계획
에 포함시키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도시 시설물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 문제
가 장차 심각해질 수 있다.

6 정완립,「신도시개발정책의 목표가치 변경에 관한 연구」
,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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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현재 진행형의 신도시

최만순｜성남문화원 부설 성남학연구소 연구위원

제1절 신도시 두 번째 이야기, 판교의 개발 과정과 입주

1. 판교지구 개발 배경과 계획
1) 개발 배경
수도권 신도시 건설의 배경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하여 1980년대 말부
터 발생한 주택 대란과 주택 가격의 폭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에 기인한다. 당시 정
부는 수도권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 일대에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 및 주택 시장 가격 안정, 서울
의 과밀 해소 등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진행된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생겨난 여러 문제점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신도시 개발에 대한 사
회적 여론은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나뉘게 된다. 특히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
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등 5개 신도시 건설 이후로 신도시 건설에 비
판적인 여론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짐에 따라 신도시 건설에 대한 논의 자체가 금기
시되기까지에 이르렀다. 개발에 대한 압력은 결국 신도시 건설 중단으로 인한 부족
한 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준농림지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미니 신도시 건설을 추진
하여 신도시에 버금가는 많은 물량의 주택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니 신도
시나 소규모의 공동 주택 건설은‘난개발’이라는 문제를 야기하였고,‘선계획 후개
발’차원에서 신도시 개발의 필요성이 많이 부각되었다. 특히 2001년 이후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는 현재의 상황은 1980년대 말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 직전의 모습과 유사하게 진행되어가고 있다. 주택 가격 폭등을 억제하
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급 확대 정책과 수요 억제 정책 간의 논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나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신도시 건설에 대한 공감대는 빠르게 인
식되어 가고 있다.
성남 판교 지역의 개발은 장기간의 건축 규제로 불이익을 당했던 주민들에 의해
판교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의 사회적 배경을 기초로 남단 녹지가 해제되는
시점이었던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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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판교에 대한 사회적 논쟁은 결국 2001년 9월 28일 당∙정
협의를 거쳐 계획적 개념의 신도시 개발로 일단락되었지만, 판교 지역의 개발에 대
하여 기존의 신도시들에서 나타나는 자족성, 교통 문제, 주변 지역과의 조화, 사회
적 계층 혼합, 도시의 정체성 확립 등 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많
은 노력을 기울였다.1

2) 사업 개요
판교 신도시는 성남시의 지역 발전 및 도시 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친환경적 도시 환경 조성으로 성남시의 발전을 도모하며, 성남 도시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개발 예정 용지의 계획 목적에 부합한 수도권의 택지난 해소
를 위한 신주거 단지 계획과 산업 기반 제고를 위한 도시 지원 시설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판교 신도시 사업 개요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하산운동∙운중동∙삼평동∙백현동∙이매동∙야탑
동∙서현동∙수내동, 수정구 사송동∙금토동 일원
�면적 : 8,921, 788㎡, 성남시 1,783,716㎡
�사업 기간 : 2003. 12. 30~2014. 12. 31
�사업 시행자 :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수용 인구 및 가구
- 인구 : 8만 7789명(94.5명/㏊)
- 가구 : 2만 9263세대(가구당 인구 3.0명 적용)
단위 : 억원
�사업비
재원별 사업비

연도별 사업비

총사업비
87,043

국비

도비

-

-

시비

기타

15,333 71,710

2009까지
2010
투자
84,199

1,642

2011

2012

2013

2014

402

300

250

250

※ 시비 1조 5333억 원 / 지방채 7000억 원 / 토공∙주공 등 6조 4710억 원

1 한국토지공사,『판교신도시 건설백서』
, 2008,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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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사업지구(조성 전 )

판교 신도시 위성 사진

3) 특징과 개발 방안
판교 신도시는 쾌적한 주거 단지 조성, 자연 친화적 자연환경 보전, 지속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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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체계 구성의 특징을 가지며, 자족 기능을 강화한 도시 생산 기능을 확보했다
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쾌적한 주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지구 내 양호한 경관을 고려하여 주택지
형태 및 주거 유형을 적정 배치하였고, 전원 주택지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264.46~330.58㎡ 내외의 고급 주택지를 공급하였다. 또한 여러 사회 계층이 골고루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 면적을 제공하였고, 신도시로의 유입 주민이 지속적으로 정
착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 기능 유치 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수도권 신규 주
택 공급의 일익을 담당토록 하며, 적정 밀도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였다.
물질∙에너지 순환을 고려한 생태 시스템이 인공 구조물이나 도로 등에 의해 단
절되지 않도록 연결하여 설계하였고, 개발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산림 주변부에
는 지형 훼손이 적은 주택 단지를 배치하여 자연 친화적 개발을 진행하였다. 특히
청계산에서 이어지는 산악 지대 계곡부와 금토천, 운중천 등 기존의 자연 생태 기
능을 최대한 보전함과 동시에 개발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도시 환경을 조
성하였다.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중심(TOD : 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의 교통 체계를 계획하였다.

자족 기능을 강화한 도시 생산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수도권 동남
부의 성남∙용인∙광주시 일대에 부족한 생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 거점으
로 육성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의 벤처 업무 단지를 포함한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확보하였다. 둘째, 도시 지원 시설 용지는 첨단 성장 산업인 정보 통신 관련 벤처 업
무 및 소규모 벤처 제조업 기능을 유치하고, 서울의 일반 업무 기능을 분산 수용하
며, 더 나아가 국제 업무 기능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셋째, 제3차 수도권 정비 계
획상 서울의 과밀 억제를 위해 20~30㎞권에 업무 기능 분산이 필요하다는 제시에
따라 성남 판교지구에 벤처 업무 기능을 중심으로 수도권 동남부의 업무 거점을 육
성하기로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토지 이용, 교통, 공원∙녹지 계획을 살펴보기로 한다.
토지 이용 계획의 경우,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 수행, 그리고 분당 지역 중심 상업
지역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 전략을 마련하였다. 또한 벤처 및 소프트웨어 관련 업
체와 정보∙통신 관련 연구소 등의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조성하였으며, 판교역을
중심으로 중심 상업, 도시 지원 시설 용지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복합 역세권 개

290

제6권_ 도시개발사-도시박물관, 성남

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더불어 중심 상업
지역과 도시 지원 시설 용지 사이에 에듀
파크(Edu-Park)를 조성하였고, 주변 현황을
고려하고 다양한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환경 친화적 주거 단지를 개발하기로 하
였다.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측 지
역은 분당의 현 토지 이용 현황을 고려하
며, 서측 지역은 자연 지형 여건을 고려하
였다. 저밀도인 연립 주택과 단독 주택 용
지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을 따라 주로
배치하고, 아파트는 분당과 인접한 지역

판교 신도시 공간 구조 구상

에 스카이라인 및 개발 밀도 등을 고려하
여 배치하였다.
교통 계획의 경우, 광역 교통망 및 지역 간 도로망의 원활한 연계를 고려하였고,
광역 교통 계획을 수용, 남북 간(서울-수도권 남부), 동서 간(안양-광주) 원활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영덕-양재 간 도시고속화도로, 분당-내곡 간 도시고
속화도로 등의 원활한 접근 체계를 구축하였고, 상업∙업무 지역의 기능 극대화가
가능한 신분당선, 성남-여주 노선을 선정하는 등 판교지구 개발로 인한 교통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판교IC의 만성적인 정체 구조 해소를 위한 구조 개선
및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의 선형을 조정하였고, 경부고속도로에 의해 양분된 동
서 지역 간 원활한 연계를 위한 간선 가로망 3개 노선을 계획하였다. 더불어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 전 노선을 지하화하여 기존 고속화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
구 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계획하였다.
공원∙녹지 계획의 경우, 청정 전원 주거지로서의 경관 이미지를 보전하고자 공
원∙녹지를 포함한 공공용지(Open Space)를 충분한 확보하여 생활 속에서의 녹지 체
감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금토산 등 양호한 자연 경관을 최대한 보전하고, 운
중천과 금토천의 수변 공간을 공원∙녹지화하여 녹지 공간의 네트워크(Network)화
를 유도하였으며, 고속도로 주변에 충분한 완충 녹지대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친환
경적인 주거 환경을 창출하였다. 또한 Open Space 체계와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균
등한 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존 수림대와 더불어 소규모의 녹지를 Open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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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와 연계하여 생활권 녹지 공간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공원∙녹지∙하천 등을
보행자 도로나 녹도綠道로 연결시켜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2. 판교 신도시의 개발 과정과 입주
1) 추진 경위
(1) 판교 개발 계획 구상(1970~1990년대)

1976년 당시 면적 66.828㎢(2021만 5370평)가 남단 녹지로 지정되어 개발 제한 구역
에 준하여 관리되었다. 이후 1989년 남단 녹지 중 19.639㎢(594만 797평)를 분당 신도
시로 개발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1990년대에는 남단 녹지를 해제하여 자연 녹지
였던 것을 보전∙자연 녹지로 변경하였고, 1997년에는 판교 지역의 개발 가능지
6.957㎢(210만 4492평)에 대한 토지 형질 변경을 제한하였다. 이어 1998년에는 판교 지
역을 개발 예정 용지로 계획한‘성남 도시 기본 계획’을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받
고, 1992년에는 판교 개발 기본 구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건축 허가
를 제한하였다.
판교 신도시 개발 연표(1970~1990년대)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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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976. 5. 4

남단 녹지 지정(개발 제한 구역에 준하여 관리)

1989. 5. 4

분당 신도시 발표

1992. 11. 25

남단 녹지 해제 및 용도 지역 변경

1994. 4. 26

성남 도시 기본 계획안 주민 공람

1995. 10. 24

판교개발추진위원회(위원장 김대진) 발족

1997. 11. 20

개발 가능지(판교)에 대한 토지 형질 변경 제한

1998. 5. 1

성남 도시 기본 계획 승인(건설교통부)

1999. 2~12

성남시, 국토연구원에 판교 개발 기본 구상 용역 의뢰

1999. 3. 26

건축 허가 제한(1999. 3~2000. 12)

1999. 12. 20

청와대에 주요 현안 사항 보고하고, 수도권 난개발 방지 대책 일환으로 판교와 화성∙동탄 지구의
대규모 택지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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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2000~2001)

성남시는 2000년에 판교 택지 개발 예정지구 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하였으나 반
려되었다. 그사이 판교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많은 토론회를 비롯하여 실무 당∙정
회의와 정당(민주당)∙환경 단체∙건설교통부 간 의견 조율, 최고위원 회의(차관, 차관
보 참석)와 경제 장관 간담회 등을 거쳐 2001년에 20만 평의 개발 계획 제안서를 경기

도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반려되었다. 다시 당∙정 협의를 개최하여 벤처 단지 20만
평에 대해 국토 균형 개발과 수도권 과밀을 고려하여 지구 내외에서 확보하는 방안
을 강구하고, 업종은 첨단 업종으로 제한하며, 용적률은 저밀 개발 등의 취지를 살
려 개발 계획 때 결정하는 등의 개발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그리고 2001년 10월
에 성남 판교 택지 개발 사업지구 제안서를 접수하였고, 그해 12월 주택 1만 9700호,
인구 5만 9000명, 인구밀도 64명/㏊의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판교 신도시 개발 연표(2000~2001)
날짜
2000. 4. 8

내용
「수도권 난개발 방지 대책」발표.‘수도권 남부 지역 교통 개선 대책’
에 양재-판교-고기리-영덕 간
고속화도로 24.5㎞의 사업비 6031억 원 중 3600억 원은 한국토지공사, 2431억 원은 경기도가 부담.
사업비는 판교 및 화성 택지 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으로 조달

2000. 11. 7

성남시, 판교 택지 개발 예정지구 제안서를 경기도에 제출

2000. 11. 13

경기도, 판교 택지 개발 예정지구 제안서를 성남시에 반려

2000. 12. 1

김대중 대통령, 경기도 방문 :「판교 벤처밸리 조성」
을 위한 지원 건의

2000. 12. 2

21C분당포럼에서 판교 신도시 개발 관련 대토론회「판교 신도시 개발, 어떻게 할 것인가?」

2001. 2. 14

수도권 살리기 시민 단체 주관 신도시 관련 토론회에 주거환경과장 참석하였으나 판교개발추진위원
회의 소요로 중단

2001. 2. 20

한국경제학회가 주관하여 수도권 정책 및 신도시 개발 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2001. 6. 4

실무 당∙정 협의 개최. 강운태 정조위원장, 전문 위원 2명, 차관, 차관보, 국장, 과장, 담당 서기관 등
참석하여 건설교통부 안에 대하여 설명하고 발표 방법에 대하여 토의

2001. 6. 13

환경정의시민연대가 건설교통부 최종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건설교통부 개발 방안을 기자
실에 팩스로 송부. 건설교통부(국장, 과장, 담당)는 이에 대해 아직 확정 단계가 아닌 검토 중인 안으
로, 6월 중에 당정 회의를 통하여 확정 예정이라는 점을 설명

2001. 6. 2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 슬라이드 상영 및 건설교통부 안의 내용 및 쟁점 사항 보고. 대다수 위원
들은 철저한 교통 대책과 사후 관리 방안 주문

2001. 6. 23

민주당과 환경 단체, 건설교통부 의견 조율. 환경 단체는 판교 신도시가 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와 교
통 혼잡을 가중시킨다는 주장 반복

2001. 6. 25

민주당에서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성남시) 및 관계 부처(기획예산처, 환경부, 정보통신부) 차관급 당∙
정 협의 개최. 벤처 단지는 10만 평으로 하되, 시제품 제조는 허용

2001. 6. 29

당정 회의 개최. 성남이 지역구인 이윤수∙조성준 의원은 벤처 60만 평 주장, 건설교통부 안을 원안
대로 확정하되, 벤처 단지 규모는 건설교통부에서 안을 가져오면 당(민주당)에서 지역구 의원과 협의
하여 조속히 결정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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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2001. 7. 5

최고위원 회의 개최.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의 차관 및 차관보 등도 참석하여 다른 적지 물색과 더
불어 판교가 적지인지를 검토한 후 다시 논의키로 함

2001. 7. 24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수석,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하여 경제 장관 간담회 개최. 판교 벤처밸리를 20만 평까지 개발하되, 우선 10만 평을 개발하고
입지 수요를 보아 개발계획 수립 때 20만 평까지 확대키로 함. 제조업 벤처는 불허하되, 단 198㎡ 미
만의 제조 벤처는 허용키로 함

2001. 7. 26

성남시, 20만 평으로 경기도에 제안서 제출(성남시,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경기지방공사)

2001. 7. 28

경기도, 성남시에 제안서 다시 반려

2001. 9. 28

당∙정 회의 개최하여 판교 개발 방안 최종 확정. 벤처 단지 20만 평, 수요 조사 및 국토 균형 개발
과 수도권 과밀을 고려하여 지구 내외에서 확보하는 방안 강구, 업종은 첨단 업종으로 제한하고 용적
률은 저밀 개발 등 취지를 살려 개발계획 때 결정

2001. 10. 5

성남 판교 택지 개발 사업지구 제안서 접수

2001. 12. 26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 고시(주택 1만 9700호, 인구 5만 9000명, 인구밀도 64명/㏊)

(3) 개발 계획의 구체화(2002~2004)

2002년 7월 성남시∙경기도∙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는 공동 사업 시행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한 후 판교 사업 시행자를 지정∙발표하였다. 이어 9월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판교 신도시 조기 개발과 주택 및 밀도 조정을
통해 건설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밝혔다. 2003년 3월 개발 구상안 공청회를 실시
판교 신도시 개발 연표(2002~2004)
날짜
2002. 7. 9

성남시∙경기도∙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등 4개 기관, 공동 사업 시행에 대한 합의서 서명

2002. 7. 19

판교 사업 공동 시행자 4개 기관 지정 발표(7. 24「관보」
에 고시)

2002. 9. 4

주택 시장 안정 대책으로 판교 신도시 조기 개발 발표. 주택수와 인구밀도를 조정하여 건설 물량 확대

2003. 3. 21

개발 구상안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택 5000호 추가와 1만 호 추가 안을 비교하고 1만 호 추가 대안을
제시

2003. 8. 14

인구밀도 조정 당∙정 협의 후 61명/㏊에서 96명/㏊로 조정하는 보도 자료 배포

200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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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판교 개발 공동 시행 기본 협약 체결

2003. 9. 29

『한국경제신문』
과『동아일보』
에 판교 보상 계획 공고. 보상 시기는 2003년 12월 이후부터 별도로 통
보하기로 하고,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결정(9월 29일부터 10월 13일 조서 열람)

2003. 11. 21

중앙도시계획심의회를 개최하여 판교 주변 지역 토지거래 허가 구역 심의. 대상 면적은 39.981㎢(건
설교통부 공고 제2001-326호로 고시된 지역과 동일), 지정 기간은 2003년 12월 1일부터 2007년 11
월 30일까지. 심의위원 1년 추가 요구

2003. 12. 30

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 계획안 승인∙고시(주택 2만 9700호, 인구 8만 9000명, 인구밀도 96명/㏊)

2004. 9. 16

실시 계획 승인 신청 및 협의 시행

2004. 12. 30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고시

제6권_ 도시개발사-도시박물관, 성남

하여 주택 5000호 추가와 1만 호 추가 안을 비교하여 1만 호 추가 대안을 제시하였
고, 8월에는 판교 인구밀도를 61명/㏊에서 96명/㏊로 조정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하였다. 한편 사업 시행자 간에는 9월에 공동 시행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고, 판교
보상 계획을 공고하였다. 11월에는 판교 주변 지역 39.981㎢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중앙도시계획심의회가 열렸으며, 12월에는 주택 2만 9700호,
인구 8만 9000명, 인구밀도 96명/㏊의 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 계획안을 승인∙고시
하였다. 2004년 9월에는 실시 계획 승인 신청 및 협의 시행이 진행되었고, 12월에는
개발 계획의 변경과 실시 계획이 승인∙고시되었다.
(4) 택지 공급(2005)

2005년 2월에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이 발표되었다.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
급 관리 대책 중 2006년 말까지 4회 분산 분양키로 했던 것을 2005년 11월경 2만 호
일괄 분양으로 조정하였고, 채권∙분양가 병행 입찰을 통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
고자 하였다. 5월에는 환경영향 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구밀도를 96명/㏊에
서 86.4명/㏊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주택 건설 호수는 2만 9700호에서 2만
6804호로 2896호를 줄이는 등 택지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이 승인되었으며,
아파트용 택지 공급 승인이 이루어졌다. 6월에는 총 36필지 142만 5600㎡ 중 민간
공급분 21필지 76만 2300㎡, 채권 및 분양가 병행 입찰(84.81㎡ 초과) 10필지 37만 29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85㎡ 이하) 6필지 27만 600㎡, 임대 주택용지 5필지 11만 8800
㎡에 대한 택지 공급을 공고하고, 85㎡ 이하 및 중대형 임대 11필지 38만 9598㎡를
대상으로 택지 공급 추첨을 실시하여 신청 업체 278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선정되
었다. 그러나 동월 진행된 청와대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부동산 제도 전반에 대
한 재검토가 결정되어 85㎡ 초과 아파트 용지 공급을 중단하고 판교 사업 추진이
보류되었다. 8월의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에는 85㎡ 초과 주택 물량을 10% 확대하
고,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입찰제를 도입하며, 주택 공영 개발지구를 지정하는 계
획이 발표되었다. 또한 분양 시기는 85㎡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2006년 3월에, 85㎡
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는 2006년 8월에 일괄 분양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1
월에는 중대형 아파트가 3081호로 증가한 계획을 변경∙승인∙신청하였다.

제3편_ 미래-도시 성장과 정책

295

판교 신도시 개발 연표(2005)
날짜

내용

2. 17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 대책 발표. 판교 택지 및 아파트 공급 관리 대책으로 2006년 말까지 4회 분산 분양
에서 2005년 11월경 2만 호 일괄 분양으로 조정,‘채권∙분양가 병행 입찰’
을 통해 분양가 상승 억제

5. 18

택지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변경 승인. 환경영향 평가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인구밀도를 96명/㏊에서 86.4
명/㏊, 주택 건설 호수를 2만 9700호에서 2만 6804호로 2896호 감소

5. 23

아파트용 택지 공급 승인. 공동 주택용지 40개 블록 총 153만 5305.2㎡ 중 36개 블록 142만 7292.9㎡

6. 1

총 36필지 142만 5600㎡ 택지 공급 공고. 민간 공급분 21필지 76만 2300㎡, 채권 및 분양가 병행 입찰
(84.81㎡ 초과) 10필지 37만 2900㎡, 분양가 상한제 적용(85㎡ 이하) 6필지 27만 600㎡, 임대 주택용지 5필
지 11만 8800㎡

6. 17

택지 공급 추첨. 85㎡ 이하 및 중대형 임대(11필지 38만 9598㎡) 택지 공급 신청 278개 업체 중 11개 업체
선정
청와대, 부동산 정책 간담회에서 부동산 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여 85㎡ 초과 아파트 용지 공급 중단 및
판교 사업 추진 보류 등 결정

8. 31

85㎡ 초과 주택 물량을 10% 확대하고, 분양가 상한제와 채권 입찰제 도입, 주택 공영 개발지구 지정 등‘부
동산 제도 개혁 방안’발표. 분양 시기는 85㎡ 이하는 2006년 3월, 85㎡ 초과는 2006년 8월에 일괄 분양키
로함

11. 15

‘8∙31대책’
을 반영하여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을 3081호로 늘리는 등 전체 2546호 증가한 개발∙실
시 계획 변경 승인 신청

(5) 분양(2006)

2006년 1월에는 3월분 주택 분양 대책이 발표되었고, 3월에는 주택정책 심의위원
회 심의를 통해 주택 공영 개발지구 지정 및 민간 건설 주택의 착공 전 분양이 가결
됐다. 또한 착공 전 입주자 모집 시기를 2006년 3월과 8월로 결정하고, 주택 공영 개
발지구 지정 고시와 개발 계획(5차) 및 실시 계획(4차)을 변경 승인 고시하였으며, 대
한주택공사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동시에 성남시는 민간 공급분 분양
을 승인하고, 민간 임대와 분양 등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으며, 3월분 주택 청약을
접수받았다. 4월에는 판교 신도시 투기 방지 대책이 수립되어 투기 단속반을 운영
하였고, 5월에는 도시 지원 시설 용지(벤처 단지) 택지 공급 승인을 받았으며, 당첨자
발표 및 실물 모델 하우스를 개장하였다. 6월에는 MP(Master Planner, 관련 전문가)의 의
견을 반영하여 일부 블록의 최고 층수를 18층에서 20층으로 조정하고, 도시 지원
시설 용지 관련 오류를 정정하였다. 8월에는 공동 주택용지 분양분에 대한 택지 공
급 승인을 받았으며, 8월분 중대형 주택 분양 대책을 발표하였다. 또한 MP의 의견
을 반영하여 습지 보존을 위한 배수지 진입로 선형을 변경하고, 문화재 진입로 개
설 및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세대수를 2만 9350호에서 2만 9294
호로 줄이는 개발 계획(6차) 및 실시 계획(6차) 변경 승인 고시를 받았다. 동시에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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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개발 연표(2006)
날짜

내용

1. 26

인터넷 청약, 사이버 모델 하우스 운영, 분양 물량 9420호(분양 5844호, 임대 3576호) 및 일정 등
3월분 주택 분양 대책 발표

3. 8~13

주택정책 심의위원회 개최. 주택 공영 개발지구 지정 및 민간 건설 주택의 착공 전 분양을 심의하
여 원안 가결

3. 14

착공 전 입주자 모집 시기를 2006년 3월과 8월로 결정

3. 20

주택 공영 개발지구 지정 고시
[대상 : 25블록 104만 6100㎡, 9642호, 85㎡ 초과 8058호, 85㎡ 이하 1584호(혼합 블록 내) / 사
업 시행자 : 대한주택공사]

3. 22

개발 계획(5차) 및 실시 계획(4차) 변경 승인 고시
(2만 6804호 → 2만 9350호, 85㎡ 초과 6640호 → 9712호)

3. 24

대한주택공사 입주자 모집 공고
[4076호(분양 2192호, 임대 1884호), 평균 분양가 1115만 원/평, 임대 조건 79.2㎡(24평형) 5664만
원(월 39만 원), 115㎡(34평형) 1억 4114만 원(월 58만 원)

3. 28

성남시, 민간 공급분 분양 승인(평균 분양가 평당 1234만 원 → 1176만 원)

3. 29

민간 공급분(임대, 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
[5352호(분양 3660호, 임대 1692호), 평균 분양가 1176만 원/평당, 임대 조건 79.2㎡(24평형) 1억
5964�1억 7767만 원(월 36�42만 원), 105.6㎡(32평형) 2억 1564�2억 4671만 원(월 49�59만 원)

3. 29~4. 9

3월분 주택 청약 접수

4. 25

판교 신도시 투기 방지 대책을 위해 투기 단속반 구성∙운영(4. 27�6. 15)

4. 28

8월 분양분 공동 주택용지 택지 공급 승인(주택 공영 개발 대상 21개 블록 81만 8400㎡)

5. 1

도시 지원 시설 용지(벤처 단지) 택지 공급 승인(50개 필지 45만 5400㎡, 사업 시행 경기도)

5. 4

실물 모델 하우스 개장 및 당첨자 발표(모델 하우스 및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5. 12~6. 15

3월분 계약(민간 분양 5. 10�17, 대한주택공사 5. 29�6. 15)

6. 9

지구 단위 실시 계획 변경 5차 승인 고시
[MP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블록(A11-3블록, 공무원연금공단)의 최고 층수를 18층 → 20층으로) 조
정, 도시 지원 시설용지 관련 오류 정정]

8. 3

인터넷 청약, 사이버 모델 하우스 운영, 분양 물량 및 일정 등 8월분 중대형 주택 분양 대책 발표
[6780호 : 분양 6383호(중소형 1765호 포함), 임대 397호]

8. 4

습지 보존을 위한 배수지 진입로 선형 변경(MP 의견 반영)과 문화재 진입로 개설 및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결과 반영 등 개발 계획 6차 및 실시 계획 6차 변경 승인 고시(세대수 : 2만 9350
호 � 2만 9294호)

8. 24

대한주택공사와 동양생명, 8월 분양분 입주자 모집 공고
[6780호(분양 6383호 / 중소형 1765호 포함) : 민간 중형 임대 397호]
* 분양가 : 평균 1346만 원/평[85㎡ 이하 : 1134만 원 / 85㎡ 초과 : 1310만 원(아파트), 1658만 원
(연립) / 85㎡ 초과 아파트 상한 분양가 : 1686만 원/평(채권 손실액 376만 원 포함)]
* 중형 임대 조건 : 41평형[4억 4421만 원�4억 4589만 원(월 65만 원)] / 48평형[5억 1965만 원
(월 75만 원)]

8. 30~9. 13

8월 분양분 주택 청약 접수

10. 12

실물 모델 하우스 개장 및 8월분 당첨자 발표(모델하우스,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각 언론사, 인터
넷 포털 사이트)

10. 18~10. 20

8월분 중형 임대 아파트 계약(동양생명)

11. 13~11. 28

8월분 주공아파트 계약

11. 29

단독용지, 상업∙업무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택지 공급 승인[2067필지, 82만 8300㎡(상업용지 중
PF 사업-부동산 개발 사업 예정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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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분 입주자 모집 공고(대한주택공사, 동양생명)와 주택 청약 접수를 실시한 후 10월에
는 8월분 당첨자를 발표하고 실물 모델 하우스를 개장하였다. 이후 8월분 중형 임
대 주택 계약을 진행하는 가운데 단독용지, 상업∙업무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에 대
한 택지 공급이 승인되었다.
(6) 2007년 이후

2007년 1월에는 종교용지 추가 확보와 일부 공공시설용지 변경, 그리고 단독 주
택지 경관 향상 용역 결과 반영 등을 위해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이 변경되었다. 또
5월에는 국립지리원 변경 좌표 반영을 위해, 7월에는 특별 설계 구역 관련 교통영
향 평가 재협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였다. 2008년 5월과 12월, 그리고
2009년에도 개발 계획과 실시 계획이 몇 차례 변경되었다. 2009년 12월 31일에는
판교 신도시 개발 연표(2007년 이후)
날짜

298

내용

2007. 1 10

종교용지 추가 확보와 일부 공공시설용지 변경, 그리고 단독 주택지 경관 향상 용역 결과 반영 등을
위해 개발 계획(7차) 및 실시 계획(7차) 변경 승인∙고시

2007. 5. 28

국립지리원 변경 좌표 반영과 영운정사 존치 등을 위해 개발 계획(8차) 및 실시 계획(8차) 변경 승
인∙고시

2007. 7. 11

특별 설계 구역 관련 교통영향 평가 재협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개발 계획(9차) 및 실시 계획
(9차) 변경 승인∙고시

2008. 5. 13

개발 계획(10차) 및 실시 계획(10차) 변경 승인∙고시

2008. 12. 11

개발 계획(11차) 및 실시 계획(11차) 변경 승인∙고시

2009. 7. 23

개발 계획(12차) 및 실시 계획(12차) 변경 승인∙고시
[1단계 : 2003년 12월 30일~2009년 12월 31일 / 2단계(광역 기반 시설 사업) : 2010년 1월 1일�12
월 31일]

2009. 12. 1

개발 계획(13차) 및 실시 계획(13차) 변경 승인∙고시

2009. 12. 31

택지 개발 사업 준공(1단계)

2010. 9. 16

개발 계획(14차) 및 실시 계획(14차) 변경 승인∙고시
[2단계(경부고속도로변 및 판교 복합단지 주변 기반 시설) : 2003년 12월 30일~2010년 12월 31일 /
3단계(판교 복합단지) : 2011년 1월 1일~12월 31일]

2010. 12. 31

택지 개발 사업 준공(2단계)

2011. 1. 27

개발 계획(15차) 및 실시 계획(15차) 변경 승인∙고시

2011. 10. 27

개발 계획(16차) 및 실시 계획(16차) 변경 승인∙고시
(3단계 사업 기간‘2003년 12월 30일~2011년 12월 31일’
에서‘2003년 12월 30일~2012년 12월
31일’
까지로 변경)

2012. 9. 26

개발 계획(17차) 및 실시 계획(17차) 변경 승인∙고시

2012. 11. 27

예정지구 변경(8차)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18차) 변경 승인∙고시
(PF사업 지연에 따른 3단계 사업 기간‘2003년 12월 30일~2012년 12월 31일’
에서‘2003년 12월
30일~2014년 12월 31일’
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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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개발 사업 1단계 준공이 이루어졌고, 2010년 12월 31일에는 광역 기반 시설 사
업을 통합하여 택지 개발 사업 2단계가 준공되었다. 이어 2011년에는 3단계 사업
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고, 2012년 11월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PF)
지연에 따라 3단계 사업 구간 사업 기간을 201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였다.

2) 판교지구 복합단지 개발 사업
(1) 사업 개요

판교지구 복합단지 개발은 판교역과 연계한 첨단
도심 복합 센터를 계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수도권
남부 지역 중심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동시에
광역 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판
교 입주민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편익 시설을 제
공해 단지의 조기 성숙을 유도하고 택지 개발의 완
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알파돔시티 자산관
리주식회사를 시행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행정
공제회∙한국산업은행∙롯데건설 등 17개사를 출

판교지구 복합단지 조감도

자사로 하여 분당구 백현동 532번지 외 7필지 13만
7500㎡[4만 1593평, 주상 복합 6만 1577㎡(1만 8620평), 중심 상업지 7만 5920㎡(2만 2965
평)]에 사업비 약 4조 8059억 원(토지 비용 2조 3660억 원, 시설비 2조 4399억 원)을 들여 200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판매 시설(백화점, 할인마트, 상점), 업무 시설, 방송 시설, 근린
생활 시설, 주상 복합(아파트), 문화 집회 시설(전시장), 숙박 시설(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 추진 경위 및 계획

판교지구 복합단지 개발 사업은 2007년 5월 민간 사업자 공모 이후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10월에는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
월에는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였다. 2008년 1월에는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
고, 2009년에는 판교 신도시 MP(Master Planner) 자문과 복합단지 PF(Project Financial) 사업
교통영향 분석 및 개선 대책 수립을 완료하였다. 이어 2010년에는 주상 복합 블록

제3편_ 미래-도시 성장과 정책

299

의 주택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고, 2012년에는 택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 변경을 거
쳐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및 사업 기간을 연장하였다. 2013년 3월에는 백화점 건축이
진행되었고, 4월에는 주상 복합 블록 주택 건설이 착공되었다. 주상 복합 아파트는
2015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으며 PF 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 12월에 최종 준공
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단지 개발 사업 추진 경위 및 향후 계획 연표
날짜

300

내용

2007. 5. 30

민간 사업자 공모(대한지방행정공제회 컨소시엄 외 4개 신청)

2007. 9. 5

민간 사업자 선정(대한지방행정공제회 컨소시엄)

2007. 10. 31

사업 협약 체결

2007. 12. 31

프로젝트 회사 설립

2008. 1. 11

토지 매매 계약 체결

2009. 2. 27

판교 신도시 MP(Master Planner) 자문

2009. 12. 31

복합단지 PF(Project Financial) 사업 교통영향 분석∙개선 대책 수립 완료(변경 2012년 8월)

2010. 1. 27

주상 복합 블록 주택 사업 계획 승인(변경 2010년 6월 21일)

2012. 7. 12

성남 판교 PF 사업 MP 자문 회의

2012. 9. 26

택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 변경(17차) 승인
[호텔 용도 지정(7-1블록) 및 돔 형태 일부 변경(지구 단위 계획 변경)]

2012. 11. 27

택지 개발 사업 실시 계획 변경(18차) 승인
[판교 택지개발(3단계) 사업 기간‘2003년 12월 30일~2012년 12월 31일’
에서‘2003년 12월 30일
~2014년 12월 31일’
로 2년 연장]

2013. 1. 10

성남시 사업추진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택지 개발 사업 관리 및 복합단지 PF 사업 이행 관리 협조
요청

2013. 1. 16

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시 사업추진과에 복합단지 PF 사업 이행 관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2013. 1. 21

성남시 사업추진과, 주택과∙건축과∙기업지원과에 복합단지 PF 사업 추진 관련 사항 알림

2013. 1. 22

주상 복합 블록 주택 건설 사업 계획 변경(2차) 승인(착공 : 2013년 4월 24일)

2013. 3. 9

현대백화점 건축 허가(착공 2013년 3월 25일)

2013 상반기

주상 복합 아파트(931세대) 분양 예정

2015 하반기

주상 복합 건물 준공 예정

2018. 12

사업 최종 준공(PF 사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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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촌∙여수지구의 개발 과정과 향후 일정

여기에서는 대도시 저소득층의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단지로 지정된 도촌∙여수지구의 개발 배경, 사업 개요, 개발 과정과 쟁점, 향후 일
정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개발 배경과 계획
1) 개발 배경
2000년대 초 지속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 보급률이 많이 향상되었으나,
대도시권은 여전히 주택 문제가 심각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당시 주택 보급률이
약 88.6%에 불과하여,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 문제가 계속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주택 수급 불균형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 주거 기반 확보
를 위한 국민임대주택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 제한 구역에 국민임대주택 20만 호 건설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도촌지구는 국
민임대주택 건설 계획의 일환으로 2003년 지정되어 추진된 택지 개발 사업지구 중
1개 지구이다. 여수지구는 2006년 6월 건설교통부의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
발표에 따라 고양시 덕양∙향동 지구와 함께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선정되었
다. 이후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정책에 맞추어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보금자리 주
택지구로 변경되었다.

2) 도촌지구 사업 개요와 특징
도촌지구는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공공 기반 시설이 생
활 중심으로 기능하는 보행 중심의 열린 주거지로 개발한다, 건축 계획과 토지 이
용 계획이 일체화된 주거 환경 조성 계획이 수립된 국민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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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구와 도촌지구 위치도
도촌지구 개발 계획 평면도

것이 도촌지구의 특징이다. 대한주택공사(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행사로 하여 중원
구 도촌동과 갈현동 일원 80만 1000㎡에 주택 3532호(보금자리 주택 2869호)를 건설하여
1만 5726명을 수용하는 사업이다.
도촌지구 개발 계획은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비판 여론을 반영하여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한 환경 친화적 개발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공공 공간이
생활 중심 공간으로 기능하는 보행 중심의 열린 주거지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위해 내향적이고 자족적인 단지 조성의 관행을 지양하고 양호한 자연환경과 일체
화된 공공 보행 공간 환경을 주민들이 생활 중심 공간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
하였다. 공공 보행 공간과 단지 내부 공간을 긴밀히 연계하여 주민들이 향유하는
생활 공간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구 전체의 도시 커뮤니티(공동 사회)를 증대하
도록 하였다. 더불어 건축 계획과 토지 이용 계획이 일체화된 주거 환경 조성을 위
해 토지 이용 계획 수립 후 구획된 블록 내에 단지를 배치하고 건축을 진행하는 방
식을 채택하였다. 토지 이용은 건축 차원의 구체적 생활 공간 개념을 반영하고, 건
축 계획은 토지 이용 계획 개념을 반영하여 설계하는 등 양 부문이 상호 부합되는
방식으로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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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수지구 사업 개요와 특징
여수지구는 도심과의 접근성과
주변의 입지 환경이 양호하여 무주
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
편, 자연 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단지
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대중교
통 및 생활 여건이 매우 양호하여 무
주택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 실수
요자들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전망
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시
행자로 하여 중원구 여수동과 성남
동 일원 89만 2000㎡에 주택 3532호
(보금자리 주택 2869호)를 건설하여 9713

명을 수용하는 사업이다.
여수지구는 중심부의 광로廣路를
중심으로 동서 양측으로 이분한 근
린 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였다. 자연

여수지구 개발 계획 평면도

지형 조건을 살리고, 교통량 분산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을 위해 성남동 일원과 여수동 북동측, 그리고 공공 청사 남
측부에 단독 주택용지를 배치하였다. 특히 공동 주택용지는 계층 간 조화를 위해
평형 규모별로 구분된 공동 주택용지 블록을 혼합 배치하였다. 교통의 경우 지역
간 간선 교통 및 주변 지역 교통망과 연계하고, 기능별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지
구 가장자리에 위치하는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원활한 차량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내부 도로망의 성격에 따른 위계 부여로 도로의 기능
성을 높이고, 주요 공공시설과 주거 지역으로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보행
자 가로망 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자연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지형에 순응
하는 가로망 체계를 구성하였다. 생활권별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기존의 녹지를
최대한 원형대로 보존하며, 유수지는 수생 비오토프(biotope, 생물 서식 공간)로 활용하
도록 계획하였다. 더불어 주거 생활의 쾌적함과 안정감을 확보하고 공동체 의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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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할 수 있는 공공 공지公共 空地를 조성하였다.

2. 전개 과정
1) 도촌지구
도촌지구는 2002년 6월 28일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2003년 개발 제
한 구역이 해제되었고, 5월에 택지 개발 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이어 택지 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과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이 이루어졌다.
도촌지구 도시 개발 연표(2002�2003)
날짜

내용

2002. 6. 28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제2002-130호)

2003. 3. 13

도시 관리 계획 변경(그린벨트 해제, 제2003-52호)

2003. 6. 20

택지 개발 계획 승인(제2003-156호)

2003. 9. 29

환경영향 평가 협의 내용 통보

2003. 11. 4

교통영향 평가 협의 내용 통보

2003. 12. 2

재해영향 평가 협의 내용 통보

2003. 11. 29

택지 개발 예정지구 변경 지정,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

2) 여수지구
여수지구는 2005년 국민임대주택단지로 지정되었다. 이후 환경∙교통∙재해 영
향 평가와 주민 공청회 등을 거쳐 2007년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대지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다. 2009년 성남시청 신청사 주변 기반 시설 조성 공사를 진행하였
고, 2010년에는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변경한 후 몇 차례의 지
구 계획 변경 과정을 거쳐 2012년 9월 30일 성남 여수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공사
1단계 준공을 하였다. 11월 말 공동 주택 C-1 블록 입주가 시작되었고, 2013년 2월
에는 공동 주택 B-1 블록의 입주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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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구 도시 개발 연표(2004�2013)
날짜

내용

2004. 10. 18

대한주택공사, 건설교통부에 여수지구 지정 제안

2004. 10. 28

주민 의견 청취(공고∙열람)

2004. 11. 23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고시

2004. 12. 24

주거 환경 회의 자문

2005. 2. 18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국책 사업 인정)

2005. 4. 12

환경부, 사전 환경성 검토 결과 수도권 광역 녹지축 훼손과 시가지 연담화(�擔化) 및 과밀화 우려 등
으로 부동의 의견 회신

2006. 3. 3

건설교통부, 협의 안건 보완 대책 환경부에 제출

2006. 4. 20

중앙환경보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의결(환경부)

2006. 5. 8

사전 환경성 검토 재협의 완료(환경부)

2006. 6. 1

국책 사업 변경 및 지구 지정 중도위원회 심의

2006. 6. 26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제2006-219호)

2006. 7. 11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2006. 7. 19

여수동 주민 대표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성남시)

2006. 8. 28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서 초안 작성 및 주민 공청회 진행

2006. 12. 8

토지 보상 협의 통보(2006년 12월 12일~2007년 1월 31일)

2007. 1. 4

국민임대주택단지 실시 계획 승인

2007. 5. 8

지장물(支障物)과 영업권 보상 협의

2007. 5. 23

토지 수용 재결 신청

2007. 8. 8

지장물과 영업권 수용 재결 신청

2007. 9. 13

영농 손실 보상

2007. 10. 12

토지 수용 재결 보상 협의

2007. 11. 9

국민임대주택단지 실시 계획 변경

2007. 11. 16

성남시청 신청사 건립 착공

2007. 12. 12

토지 공탁

2008. 2. 11

지장물과 영업권 수용 재결 보상 협의

2008. 2. 25

이주 및 생활 대책 수립 시행

2008. 3. 13

지장물과 영업권 공탁

2008. 6. 30

임대 주택 대지 조성 공사 착공

2008. 11. 27

성남시청 신청사 주변 기반 시설 전담(Task Force)팀 운영

2009. 3. 13

이주자 택지 공급 대상자 확정 통보(2009년 추첨)

2009. 4.

성남시청 신청사 주변 기반 시설 조성 공사

2009. 5. 6

1공구(근린공원 3, 공공 공지 2) 조경 공사 착공

2009. 10. 13

성남시청 신청사 건립 준공

2009. 11. 18

이주 택지 추첨 및 공급(204필지 중 147필지)

2009. 11. 30

1공구(근린공원 3, 공공 공지 2) 조경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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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2009. 12. 17

협의 양도인 택지 추첨 및 공급(204필지 중 55필지, 일반 분양 2필지)

2010. 1. 2

여수지구 이주자 택지 건축 허가 개시

2010. 5. 7

국민임대주택단지를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변경(제2010-273호)

2010. 7. 9

공동 주택 C-1 B/L(456세대) 분양(시공사 : 금호산업, 2012년 1월초 입주 기준 공정률 약 70%)

2010. 10. 19

공동 주택 B-1 B/L(1039세대) 분양(시공사 : 남광토건, 2012년 1월초 입주 기준 공정률 약 52%)

2011. 12. 29

성남 여수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승인

2012. 9. 10

성남 여수 보금자리 주택지구 계획 변경 승인
(단계별 사업지구 변경, 1단계 : 62만 5877.1㎡ → 39만 6663.9㎡, 2단계 : 26만 6331.3㎡ → 49만
5544.5㎡)

2012. 9. 28

성남 여수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및 계획 변경 승인

2012. 9. 30

성남 여수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 공사 1단계 준공

2012. 11. 30

공동 주택 C-1 B/L 입주

2013. 3.

공동 주택 B-1 B/L 입주

3. 개발의 쟁점과 향후 일정
도촌지구와 여수지구는 모두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의해 계획되었다. 국민임대
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 등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과제2를
안고 있다.
첫째, 정확한 미래 예측을 통해 주택 수요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나, 주택 수요는
불확실성을 갖기 때문에 몇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서민 주택 정책은‘신도시 정책’,‘도시 재생’,‘아파
트 건설 및 택지 개발 등의 민간 개발 사업’등 다양한 주택 정책들과 더불어서 종
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경기 회복기나 경기 침체기, 저출산 고령화에 따
른 인구 추이의 급격한 변화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신규 주택의 입지가 편협
되어 위치하거나 단일화된 주택 유형만 공급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
어야 한다.
둘째, 앞으로의 공공 부문의 주택 공급은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주택 공급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급 물량과 시기를

2 이우종,「친서민 주택정책‘보금자리주택’
의 과제」,『도시정보』통권 제342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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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변의 주택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
양함으로써 주택 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고, 공급 지역에 따라 주변 주택과의 가
격 차이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공급과 관련해서
는 지역별로 입주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입주자 간 또는
입주자와 비입주자 간의 형평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적인 주택 공급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 효과에 근거한 보다 유연한 접근과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
셋째, 도촌지구나 여수지구와 같이 개발 제한 구역 해제를 통해 공급된 주거 단지
는 도시의 허파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인 만큼 도시의 생명과 같은 녹지축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때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훼
손된 지역을 선별함으로써 도시 광역 녹지축을 연결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
는 개발제한구역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획에 있어서는 거
주할 서민들의 주거 환경 질이 향상되도록 지속 가능한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공공 임대 주택의 통합 정보 시스템 제공, 교육 문화 시설의 확충 등 복합적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 환경 개선, 정책 대상 계층의 입주 효과 등 다양
한 측면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제3절 서울과의 경계, 위례 신도시

강남 지역의 안정적 주택 수급과 서민 주택의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위례 신도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위례 신도시는 첨단 생태 도시, 역사문
화 도시, 상생 도시라는 미래형 신도시 개발을 표방하고 있으며 3개 기초자치단체
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고,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
민 참여와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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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 배경과 계획
1) 사업 개요
위례 신도시는 정부가「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 방안」(2005. 8. 31)에서 제시한‘강남 지역의 안정적 주택 수급과 서민 주택의 안

위례 신도시 토지 이용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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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 주거 도시로 개발하
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를 공동 시행사로 하여 서울시 송파구 거여
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그리고 하남시 학암동∙감이
동 일원 6.8㎢(송파 2.58㎢, 성남 2.80㎢, 하남 1.42㎢)에 주택 4만 3419호를 건설하여 인구 10
만 8548명을 수용하는 사업이다.

2) 개발 콘셉트(concept)
위례 신도시는 이미지 제고와 특성화를 위해 정책 여건과 지역 특성, 시대정신을
고려해 설정한 공간과 시간, 테마가 하나의 계획적 요소로 어우러진 신도시로 계획
하였다. 개발 콘셉트는 성남시, 서울시 송파구, 하남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의 특성
과 시정 방향에 부합되도록 활력 있는 첨단 생태 도시(U-Eco City), 풍요로운 역사문화
도시(Culture City), 더불어 사는 상생 도시(Harmony City)로 설정하였다.
위례 신도시 개발 콘셉트

(1) 첨단 생태 도시

첨단 생태 도시 구현을 위해서 청량산과 탄천을 연결하는 선형 공원축과 주거 단
지와 선형 공원축을 연결하는 건강 가로를 조성하고, 청량산 주변 생태 주거 단지
를 계획하였다. 또한 새로운 교통수단을 중심으로 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 역사와 트랜싯 몰(Transit mall), 공원, 주요 공공시설, 보행자∙자전거 도로 간 녹
색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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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첨단 생태 도시
조성 전략

(2) 역사문화 도시 실현

역사문화 도시의 실현을 위해서는 예술과 미래의 만남, 기초자치단체 간 화합 등
을 주제로 하는 문화 거리 및 테마 광장을 만들고 문화예술 랜드마크 조성을 계획
하였다. 또한 남한산성 등 지역의 역사에 기초한 공원 및 탐방로를 계획하였다.
위례 신도시 역사문화 도시
조성 전략

(3) 상생 도시 조성

더불어 사는 상생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화합의 광장, 사회 통합형 주거 단지
등 세대∙계층∙지역 간 사회 통합 공간을 마련하고, 문화센터∙학교∙복리 시
설∙공원 등을 연계하는 커뮤니티 복합 회랑을 계획하였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
려하는 사용자 중심의 무장애 설계 개념을 적용하였고,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술
을 활용한 평등하고 안전한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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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상생 도시 조성 전략

3) 개발 방안
위례 신도시의 구체적인 개발 방안은 토지 이용, 인구∙주택, 생활권, 교통, 공
원∙녹지, 공공 편익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 이용 계획으로는 청량산 녹지축을 사업 대상지 내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소
하천 주변을 녹지로 계획하고, 이를 주거 공간과 연결하는 환상형環狀形의 휴먼 링
(Human ring)을 조성하였다. 또한 우남로와 송파대로 등 주변 도로망에 대한 교통 부

하를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교통수단을 활용한 대중교통
확대 및 트랜싯 몰 등을 계획하였다.
인구∙주택 계획으로는 택지 개발 업무 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과 정부의 주택 공
급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 용지 배분 비율, 주거 유형 및 규모
등을 결정하였다. 특히 본 사업은 서울시 강남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택지 개발 사업임을 감안해 강남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형
별∙규모별 주택을 계획하였다.
생활권은 하천 등 자연 지형 조건과 간선도로, 중심지 체계, 공원 및 학교 등 인문
환경을 감안하여 설정하였으며, 특히 행정 구역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생
활권 설정 기준 등을 감안하여 생활권의 위계 및 규모를 설정하되, 생활권과 행정
동 간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교통의 경우 수도권 정비 및 광역 교통망, 국가 기간 교통망 등 상위 계획을 수용
하고 장지지구와 동남권 유통 단지 등 주변 개발 계획 수요 및 도로 확충 계획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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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였다. 또한 기존 계획은 수요와 용량, 교통 처리 방안 등을 재검토한 후 반영하
였으며, 기존 노선과 계획 도로망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광역 도로망을 구상하였다.
공원∙녹지는 주변의 청량산∙검단산∙장지천∙창곡천 등 녹지와 수水 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구 내 2개 소하천(장
지천, 창곡천)에서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대규모 녹지축을 계획해 통경축通經軸, 바람길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공공 편익 시설은 행정 구역 단위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행정 구역 조정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하였다. 이렇게 검토한 행정 구역별 수용 인구와 의견 등을 토대로
학교와 근린 공공시설 등 공공 편익 시설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2. 전개 과정
1) 개발 계획 수립(2005~2008)
위례 신도시는 2006년 1월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고시된 이후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7월 택지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 12월에는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2007년 3월부터 송파 신도시 대표자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4월에는 지구 명칭 공모
를 실시하였고,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 평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진행되었
다. 6월에는 개발 계획안 보고회를 거쳐 8월에는 개발 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8
월에는 세입자 대표회가 구성되었고, 2008년 8월에는 개발 계획이 승인되었다.
위례 신도시 개발 계획 연표(2005�2008)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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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05. 12. 16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 요청(건설교통부 ⇒ 성남시)

2006. 1. 4

주민 공람 공고에 대한 의견 조회 및 제출(성남시 ⇒ 건설교통부)

2006. 1. 5

주민 공람 공고 시행 관련 요구 사항 검토 결과 통보(건설교통부 ⇒ 성남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고시

2006. 1. 31

주민 공람 공고(2006. 2. 17까지 14일간)

2006. 3. 6

주민 공람 공고 완료에 따른 의견 제출(성남시 ⇒ 건설교통부)

2006. 7. 21

택지 개발 예정지구 지정

2006. 12. 5

실무 협의회 구성(2008. 8. 16까지 4회 개최)

2007. 3. 29

송파 신도시 제1차 대표자 협의회 개최(2008. 1. 30까지 7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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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2007. 4. 13

개발지구 명칭 공모

2007. 5. 8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 평가 초안 공람

2007. 5. 15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 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

2007. 6. 1

개발 계획(안) 보고회(성남시)

2007. 7. 11

환경∙교통∙재해∙인구 영향 평가 초안 주민 설명회

2007. 8. 23

송파 신도시 제1차 세입자 대표 회의(2008. 2. 26까지 3회 개최)

2007. 8. 24

개발 계획 승인 신청

2008. 8. 5

개발 계획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93호)

2) 보상 협의(2008)
2008년 8월에 보상 계획이 공고된 이후 보상 협의회 구성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간 회의가 진행되었고, 10월부터 보상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위원장 임명과
보상 협의회 운영 방안, 감정 평가 때 현실적인 보상 요구와 평가 시기, 감정 평가
관련 자료 제출 등 정당한 보상 요구, 대토 보상 토지의 위치∙가격∙시기 등에 대
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12월에는 보상 계획(변경)이 공고되었다.
위례 신도시 보상 협의 연표(2008)
날짜

내용

8. 14

송파 신도시 제8차 대표자 협의회 개최

8. 19

보상 계획 공고(
『경향신문』
,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

8. 26

보상 협의회 구성 회의 개최 요구(성남시 ⇒ 하남시∙서울시 송파구)

9. 2

보상 협의회 구성 1차회의(지방자치단체 간, 2008. 10. 2까지 5회 개최)

9. 5

보상 협의회 설치 관련 의견 조회(서울시 송파구 ⇒ 성남시), 보상 협의회 송파구 설치 희망

10. 7

보상 협의회 설치 협의 결과 통보(성남시 ⇒ 하남시∙서울시 송파구), 기초자치단체 간 의견 차이로
협의 결렬, 보상 협의회 구성 관련 협조 요청(1차, 성남시 ⇒ 한국토지공사)

10. 14

보상 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성남시 ⇒ 한국토지공사)

10. 22

보상 협의회 구성 관련 협조 요청(2차, 성남시 ⇒ 한국토지공사), 보상 협의회 성남시 위원 추천(성남
시 ⇒ 한국토지공사)

10. 24

제1차 보상 협의회 개최 : 참석 정원 미달로 무산(위원 16명 중 8명 이상 참석해야 함)

11. 3

제2차 보상 협의회 개최 : 위원장 선임 및 보상 협의회 운영방안 논의

11. 5

제3차 보상 협의회 개최 : 감정 평가 때 현실적인 보상 요구 및 평가 시기 논의

11. 18

제4차 보상 협의회 개최 : 감정 평가 관련 자료 제출 등 정당한 보상 요구

12. 16

제5차 보상 협의회 개최 : 대토 보상 토지의 위치∙가격∙시기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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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12. 26

보상 계획(변경) 공고

12. 30

제6차 보상 협의회 개최 : 지급 방법 및 보상 토지 낙찰 방식 변경 토의

3) 지장물 조사와 성남시 사업 참여 요청(2009)
2009년 1월에 손실 보상을 개시하였고, 5월에 지장물支障物3에 대한 조사를 착수
하였고, 보상 협의회에서는 지장물 보상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및 생활 대책 등을
논의하였고, 세입자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8월에는 세입자 대책위원회 면
담과 지주 보상 대책위원 면담을 진행하였다. 11월에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회
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지장물 보상이 개시되었다. 한편 성남시는 2009년 위례지
구에 대한 공동 시행과 관련하여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 참여를 국토해양부에 건의
하였고, 경기도와 협의하였다.
위례 신도시 지장물 조사 연표(2009)
날짜

내용

1. 7

손실 보상 개시

5. 10

지장물 조사 착수

6. 26

제7차 보상 협의회 개최 : 지장물에 대한 현실적 보상 기준과 생활 대책 등 논의

7. 7

제8차 보상 협의회 개최 : 7차 회의의 요구 사항 설명 및 세입자 대책 요구

8. 19

위례 신도시 제4차 세입자 대책 위원 면담

9. 15

위례 신도시 지주 보상 대책 위원 면담

9. 21

위례지구 공동 시행 관련 검토 보고(결재권자 : 시장),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 참여 요청(국토해양부,
1차) / 12. 21까지 7차 진행

9. 29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 참여 방안 협의(경기도)

10. 8

개발 계획 변경(1차) 및 실시 계획(1단계) 승인 협의(국토해양부 ⇒ 성남시)

10. 29

위례 신도시 제5차 세입자 대책위원회 면담

11. 10

개발 계획 변경(1차) 및 실시 계획 승인 협의 의견서 제출(성남시 ⇒ 국토해양부) : 성남 지역 군사 시
설을 제외한 106만㎡(전체 16%) 참여 요청

11. 24

위례 신도시 제9차 보상 협의회 개최 : 지장물

12. 28

지장물 보상 개시

3 지장물(支障物)이란, 공공사업 시행지구 안의 토지에 정착(定着)되어 있는 건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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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 승인과 성남시의 사업 참여 요청(2010)
2010년 1월 개발 계획 변경 및 실시 계획 승인 후, 위례 신도시의 세입자 대책위원
회 면담, 철거민 대책위원회 면담, 상인 대책위원회 면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
다. 이 과정에서 9월에는 개발 및 실시 계획이 변경되었고, 11월에는 순환 도로, 환
경교육센터, 공영 차고지, 우남로 육교 등에 대한 실시 계획 미반영 사항에 대한 협
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2010년 2월에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위례지구 공
동 사업 시행자로 결정되었고, 성남시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에 택지 개
발 사업 시행자 참여에 대한 요청을 진행하였다.
위례 신도시 계획 승인 및 성남시 참여 과정 연표(2010)
날짜

내용

1. 6

개발 계획 변경(1차) 및 실시 계획(1단계)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423호)

1. 19

위례 신도시 제6차 세입자 대책위원회 면담

2. 10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 참여 건의(국토해양부, 8차)

2. 25

국토해양부, 위례지구 공동 사업 시행자 결정(참여 지분 : 서울시 25%, 한국토지주택공사 75%)

3. 3

도시 지원 시설 용지 공급 방안 협의(한국토지주택공사)

3. 30

도시 지원 시설 사업 시행 방안 건의(국토해양부)

6. 24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 참여 건의(국토해양부, 9차)

7. 2

개발 계획 변경(2차) 및 실시 계획 승인 협의(국토해양부 ⇒ 성남시)

7. 12

위례 신도시 제7차 세입자 대책위원회 면담

7. 13

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 참여 협의(한국토지주택공사 녹색도시 이사 ⇔ 도시개발 사업단장

7. 20

개발 계획 변경(2차) 및 실시 계획 승인 협의 회신(성남시 ⇒ 국토해양부) : 사업 시행자 참여 후 재협의토록 요청

7. 21

개발 계획 변경(2차) 및 실시 계획 승인 협의 의견 회신(국토해양부 ⇒ 성남시) : 실시 계획 협의와 사업 시
행자 변경 연계는 부당하며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님, 기간 내 회신 없을 시 의견 없음 처리, 성남시 사업
시행자 추가는 불가

7. 28

위례 신도시 제1차 철거민 대책위원회 면담

7. 29

위례 신도시 제1차 상인 대책위원회 면담, 제8차 세입자 대책위원회 면담

7. 30

개발 계획 변경(2차) 및 실시 계획 승인 협의 회신(성남시 ⇒ 국토해양부) : 성남시 사업 시행자 참여 후 재협의

8. 2

성남시 시행자 참여 협조 요청(성남시 ⇒ 경기도) : 실시 계획 승인 협의 의견서상 성남시 입장 반영 회신

8. 20

성남시 관련 부서 협의 시행

9. 10

개발 계획 변경(2차) 및 실시 계획 승인 협의 의견 제출(성남시 ⇒ 국토해양부) : 공동 사업 시행자 참여 반
영 제출(10차)

10. 15

택지 개발 사업 시행자 참여 협의(국토해양부, 11차) : 실시 계획 제출 의견 및 기반 시설 반영 협의

11. 3

개발 계획 변경(2차) 및 실시 계획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754호)

11. 5

위례 신도시 제9차 세입자 대책위원회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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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내용

11. 9

실시 계획 미반영 사항 협의(국토해양부) : 순환 도로, 환경교육센터, 공영 차고지, 우남로 육교

11. 30

위례 신도시 제2차 철거민 대책위원회 면담, 성남시 사업 시행자 참여 의견 제출(택지개발과 ⇒ 주택과 ⇒
국토해양부) : 보금자리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 협의 시

12. 10

실시 계획 협의 시 주요 요구 사항 협의(한국토지주택공사)

12. 15

실시 계획 주요 요구 사항 관련 국토해양부 출장(면담 : 도시개발 사업단장 ⇔ 신도시 개발과장)

12. 16

위례 신도시 세입자 대책위원회 면담(10차), 철거민 대책위원회 면담(3차)

12. 29

위례 신도시 세입자 대책위원회 면담(11차), 철거민 대책위원회 면담(4차)

5) 현재 진행형의 위례지구(2011~2012)
2011년부터 최근까지 세입자∙철거민∙상인 대책위원회와의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해왔다. 2011년 4월에는 위례지구 1공구가 착공되었고, 12월에는 2공구가 착
공되었으며, 2012년 2월에는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이 변경되는 등 위례 신도시의
개발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현재 진행형의 위례 신도시 연표(2011�2012)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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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1. 1. 10

세입자 대책위원회 면담(12차)

2011. 1. 21

철거민 대책위원회 면담(5차), 2012. 12. 7까지 21차 진행

2011. 2. 16

현안 사항 관련 국토해양부 방문(부시장)

2011. 2. 18

현안 사항 관련 국∙과장 회의(부시장 주재)

2011. 3. 9

위례 사업권 확보 기자 회견

2011. 4. 11

위례지구 1공구 조성 공사 착공

2011. 4. 15

철거민 세입자 대책위원회 면담(1차), 2012. 6. 4까지 8차 진행

2011. 7. 20

축산 대책위원회 면담(1차)

2011. 9. 30

개발 계획(3차) 및 실시 계획 변경(1차)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529호)

2011. 10. 5

상인 대책위원회 면담(2차), 2013. 1. 22까지 8차 진행

2011. 12. 19

위례지구 2공구 조성 공사 착공

2012. 1. 31

민철연 세입자 대책위원회 면담(1차)

2012. 2. 10

민철연 세입자 대책위원회 면담(2차)

2012. 2. 27

개발 계획(4차) 및 실시 계획 변경(2차) 승인(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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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의 쟁점과 향후 일정
위례 신도시는 다수의 행정 구역에 걸쳐 조성되는 도시로 개발 과정은 물론 사업
준공 이후에도 복합 경계 도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한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기존의 신도시와는 다르게 2개의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와 3개의 기초
자치단체(성남시, 하남시, 서울시 송파구)에 걸쳐 지구가 지정되어 개발과 운영 측면에서
지역적 불균형과 비효율 등의 문제를 유발해왔다.4
국토해양부는 이 사업의 주관 부서로서 개발 계획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으
며, 사업 과정에서 조정 역할을 담당하였다. 신도시의 명칭은 당초의‘송파 신도시’
에서 명칭 공모를 통해‘위례 신도시’로 바꿨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각종 요구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여기에다가 3개 행정 구역의 채권 입찰 시 예상되는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교통 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사업에 참여하는 3개 기초자
치단체의 사업 시행자 선정과 신도시 내 행정 구역이 서로 달라 중대형 아파트의
채권 입찰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문제에 대해 국토해양
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위례 신도시는 2015년 1월 1공구 조성 공사 준공과 9월 2공구 조성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말에는 전체 사업을 준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향후 계획한 목표에 맞추어 주택난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이해 당사자 간 합의하려는 노력과 주민 참
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4 지휘봉,「국토개발사업의 갈등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판교신도시와 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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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도시 정책과 정비 계획

서철수｜신구대학교 교수∙성남시 도시계획위원

제1절 성남시의 도시 정책

1. 상위 계획상의 도시 정책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2011~2020)
(1) 비전 및 목표

성남시의 도시 기본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 광역 등 상급 단위의 도시
기본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1년부터 2020
년까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에서는 비전을‘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 국토’로 정
하고 있다.
이는 대외적으로 동북아시아 중심에 위치한 한반도의 지리적 장점을 최대한 활
용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시대의 세계적 흐름을 수용하여 유라시아-태평양 지역
을 선도하는 글로벌 국토를 실현한다. 동시에 대내적으로 정주 환경∙인프라∙산
업∙문화∙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국민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국토 공간을 조성하
고, 저탄소 녹색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녹색 국토를 실현하는 데 있다.

제3편_ 미래-도시 성장과 정책

319

(2) 국토 공간 구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에서의 우리나라 국토 공간 구조는 대외적으로는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한 초광역 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 발전축을 형성하
여 초국경적 교류∙협력 기반을 강화한다. 대내적으로는 5＋2 광역 경제권을 중심
으로 거점 도시권 육성, 광역 경제권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국토 형성의 기본 골격

(3) 6대 추진 전략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의 실천을 위한 6대 추진 전략이 있다.
첫째,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의 특화와 광역 단위의 협력 강화이다.
이를 위해 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통한 지역 발전 전략과 광역 경제권 발전,
신성장 거점 육성, 신성장 산업 입지 육성, 농∙산∙어촌의 녹색 성장 기반 구축 및
역사∙문화∙관광 산업 기반 육성으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자연 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 공간 조성이다. 4대강, 백두대간, 바다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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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환경 친화적 이용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기후 변화 및 재해에 대응하는 방
재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국토∙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 환경 조성이다. 이 부분은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내용으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기존 도시의 재생과
복합 도시 조성으로 저탄소∙에너지 절감형 도시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넷째, 녹색 교통∙국토 정보 통합 네트워크 구축이다. 교통수단의 대기가스 배출
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공해 발생을 낮추며, IT 강국으로서
의 국토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다 편리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다섯째,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 국토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만큼 해양 국가로서 풍력∙조력 등 해양 자원을 적극 활용하
고, 해양 자원의 확보를 위해 북극해 항로 개발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다.
여섯째, 초국경적 국토 경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남북한의 교류 협력 확대
에 대비한 기반 구축과 유라시아-태평양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한 국토 역
량 구축 및 G20 개발 의제 실천을 통한 글로벌 연성국토 개척으로 국경 없는 글로
벌 시대에 대응하는 것이다.
(4) 수도권 발전 방향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계획에서 성남시가 위치한 수도권의 발전 방향은 수도
권을 동아시아의 중심 대도시권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5가
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국제 업무 등의 전략 거점 형성과 21세기 선도 산업으로 지식 산업 클러스
터를 육성하여 동아시아 경제를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둘째, 항만과 공항 기능을 강화하고,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며, 광역 철도망을 확충
하여 국제 물류 인프라와 교통 인프라 기능을 확충한다.
셋째, 수도권 내 지역별 자족 도시권역을 형성하여 다핵 공간 구조를 형성하고 낙
후된 접경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권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넷째, 환경 친화적인 도시 정비와 도시의 자족 능력을 향상,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관광 경쟁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수도권의 각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협조 체제를 구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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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역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자율적인 수도권 광역 성장 관리 체제를 구축하는 것
이다.

2)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2006~2020)
수도권 정비 계획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
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
인 계획이다.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로 하는 장기 계획
이다. 기본 방향은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한 질적 발전과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높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다른 지방과 상생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의 4대 정비 목표를 살펴보자.
첫째,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추는 것이다. 그동안 급속하게 증가하는 인구와
개발 수요로 인해 각종 대도시 문제에 노출된 수도권의 성장을 적정한 수준으로 관
리하고 기반 시설을 정비하여 선진국 수준의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수도권 성장 관리 기반 구축이다. 환경은 우리 세대에서만 사용할 자원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적정 수준의 성장이 가능하
도록 자원을 절약하여 지속 가능한 수도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지방과 더불어 발전하는 수도권 구현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등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 시책과 연계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도록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
넷째,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지로서의 경쟁력 있는 수도권 형성이다. 수도권의 장
점인 지식 기반 산업의 강화와 혁신 클러스터의 조성 등을 통하여 글로벌 기업이
집적하고 국제 교류가 활발한 동북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로서 경쟁력 있는 수도권
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는 수도권의 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
다. 공간 구조 개편은 현재 서울 및 주변 지역의 과밀을 완화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수도권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또한 서울 중심의 교통 체계를 개편하여 네트워크형 공간 구조 형성을 유도하고,
양호한 산림과 수계 및 연안역 등 수도권의 자연 조건을 충분히 고려한 인구 및 산
업 배치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공간 구조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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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심적 공간 구조에서 다
핵 연계형 공간 구조로의 전환
예시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 성남시 관련 철도 시설 계획을 살펴보면, 분당선 연
장과 신분당선이 각각 2020년과 2013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분당선 연장과 성
남-여주 간 복선전철이 각각 2014년과 2040년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고, 장기 구상
사업으로는 수도권 남부순환선이 구상되어 있다.
성남시 수도권 광역 전철망 확충 계획
노선 명
공사 완공

계획 확정

구간

연장

분당선 연장

오리-수원

18.2

2013년 완공

신분당선

분당-강남

20.5

2011년 완공

신분당선 연장

정자-수원

18.0

2013년 완공

성남-여주 복선

판교-여주

53.8

2015년 완공 예정

광명역-분당

20.5

미정

오리-오산

14.5

미정

수도권 남부순환선
장기 구상

단위 : ㎞

-

비고

수도권 내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의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를 촉진하기 위하
여 장기적으로‘남북 7축∙동서 4축∙3개 순환망(7×4+3R)’의 간선 도로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계 용량에 도달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도시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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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선 도로망 체계와 연계하여 남북 방향의 7개 노선축과 동서 방향의 4개 노
선축으로 수도권 내 간선 교통망을 그물망 형태의 격자형 간선 도로망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수도권 간선 도로망 정비 구상
구분

남북 방향

동서 방향

내부 순환

주요 경유지
남북1축

서평택-시흥-서안산

남북2축

평택-화성-서울

남북3축

평택-수원-서울-문산

남북4축

평택-오산-용인-서울

남북5축

용인-하남-서울-연천

남북6축

안성-이천-광주-하남

남북7축

여주-양평-화도-포천

동서1축

인천국제공항-김포-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북부)-구리-화도

동서2축

인천-안양-성남-이천-원주

동서3축

인천-의왕-수원-용인-여주

동서4축

평택-안성

내부 순환(1R)

서울시 도심 주변 순환

제1순환(2R)

판교-안산-부천-일산-의정부-퇴계원-하남-송파-성남

제2순환(3R)

봉담-인천-일산-파주-동두천-양평-곤지암-오산

3) 경기도 종합 계획(2012~2020)
경기도 종합 계획은 국토 공간 계획 체계 중 차위 계획으로 경기도의 장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장기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글로벌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위해 메가 경제권 공간 구조를 형성하여 경기도가 핵심 지역으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 중심의 공간 구조를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와 광역
철도 중심의 역세권 공간 구조로 전환한다.
또한 도시 공간 구조를 다중심 거점화와 연계형 광역 생활권을 형성하는 전략을
추진하도록 한다.
성남시가 속한 경부권의 핵심 전략은 크게 수도권 Grand R＆D 벨트 조성과 제2
경부고속도로(성남-용인-안성) 주변 지역 개발로 나눌 수 있다. 수도권 Grand R＆D
벨트 조성은 경부축 상의 과천∙안양, 성남, 수원에 입지해 있는 R＆D 시설1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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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체계∙거점∙발전축 및 공간 구조 전략
구분
중심지 체계

내용
�8광역 거점‐8전략 거점‐17지역 거점

거점

�8광역 거점 : 수원, 안산, 부천, 고양, 양주, 남양주, 성남, 평택
�8전략 거점 : 용인, 안양, 오산∙동탄, 화성 남양, 김포, 파주 문산, 의정부, 이천
�17지역 거점 : 안성, 과천, 광명, 의왕, 군포, 시흥, 하남, 파주, 여주, 안중, 구리, 광주, 동두천, 가평,
양평, 포천, 연천

발전축

�경부축(성남-수원-평택-(천안))
�서해안축(광명-안산-화성-평택항-(서산∙당진))
�경의축(고양-파주-(개성))
�경원축(의정부-양주-동두천-연천-(철원∙원산))
�경춘축(구리-남양주-가평-(춘천))
�동부 내륙축 1축, 동부 내륙축 2축(성남∙광주∙이천∙(충주)), 북부 동서축, 남부 동서축, 경인 비즈
니스축(서울-부천-(인천))

공간 구조 전략

�
‘다중심화 전략과 연계형 광역 생활권 형성 전략’추진
�
‘서울의 주변’
을 탈피하여‘초광역권의 활동 중심 지역’
으로 역할 전환
�성장축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조 형성 전략
�GTX(광역∙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 철도망 완성과 TOD(대중교통 중심 개발) 역세권 개발
�5＋2 광역 경제권 충청권, 강원권, 개성권과 연계 강화

하는 삼각 R＆D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성남∙수원∙과천 등 공공청사
이전적지移轉跡地에 대한 활용을 지식 기반의 R＆D 단지로 조성하여 광역 R＆D 벨
트를 구축한다.
제2경부고속도로 주변 지역 개발은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속도로 주변에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기 조성된 골프장과 리조트 및 현재
계획 중인 사업 등의 시설과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자연환경 자원을 연계하여
제2경부고속도로변의 관광벨트를 구축하여 소득 증대와 연관 산업의 개발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경기도 종합 계획상 성남시 관련 철도 계획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일산성남-수서(동탄) 노선과 광역철도 2개 노선, 일반철도 2개 노선, 도시철도 2개 노선
이 계획되어 있다. 도로 계획은 고속도로망 계획으로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와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도로(안양-성남) 노선이 계획되어 있다.

1 과천지식정보타운, 안양벤처밸리, 판교테크노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과 서울테헤란밸리와 양재밸리 등의 지식산업

집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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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조 형성 전략 구상

경기도 내 성남시 관련 (도시)철도 사업

단위 : ㎞ ∙억원

구분

광역철도

일반철도

도시철도

연장

사업비

사업 기간

비고

분당선 연장(오리-수원)

19.5

14,285

2000~2013

완료

신분당선(강남-정자)

18.5

15,808

2002~2011

완료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12.8

15,343

2005~2016

추진 중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11.1

9,075

2014~2019

계획 중

여주선 복선전철(성남-여주)

57.0

18,830

2002~2015

추진 중

월곶판교선

28.8

16,458

2011~2018

검토 중

성남1호선(판교-성남 산단)

10.4

-

-

계획 중

성남2호선(판교-정자)

13.7

-

-

계획 중

경기도 고속도로망 중 성남시 관련 사업
사업명

단위 : ㎞

사업량

사업 기간

비고

-

-

민자 사업, 재정 사업

326

2개 사업

L = 150.96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L = 129.1(6차로)

2008~2017

기본 조사

제2경인고속도로 연결(안양-성남)

L = 150.96(4~6차로)

60개월

실시 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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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0년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변경)
광역 도시 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행정 구역을 광역 계획
권으로 지정하여 정책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2020년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의 계
획 대상은 수도권 정비 계획과 마찬가지로 서울∙인천∙경기도이다. 따라서 양 계획
의 계획 대상이 중복되어 그 성격과 기능을 고려하여 구분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수
도권 광역 도시 계획(변경)의 목표는 첫째,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둘째, 수도권
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 도모, 셋째,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 강화이다. 이는 내용적
으로 수도권 정비 계획상의 계획 내용과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간별 기능 설정은 주핵 도시, 1차 거점 도시, 2차 거점 도시로 구분하고 주핵 도
시인 서울은 중추관리 기능을 집적시키되 도심, 용산, 영등포∙상암(수색), 영동, 청
량리(왕십리) 등의 다심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다. 1차 거점 도시로는 인천과 수원을
선정하였다. 인천은 국제 교역 도시, 정보 도시로 육성하고 수원은 수도권 남부의
거점 도시로 발전시킨다. 2차 거점 도시는 남북 협력 거점으로 파주와 동두천, 황해
연안의 임해 물류 거점 도시로 평택, 전원 및 여가 중심의 친환경적인 생활권 서비
스 중심지로 남양주와 이천을 선정하였다. 수도권 개발축은 교통축을 중심으로 남
북 방향 2개축과 동서 방향 2개축을 설정하였다. 남북 방향의 2개축은 서울의 동서
거점 지역을 주요 결절점으로 하여 제1축은 기존의 경의∙서해안축을 근간으로 설
정하였으며, 제2축은 기존의 경원∙경부축을 근간으로 설정하였다. 동서 방향의 2
개축은 내륙 지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축을 각각 설정하였으며,
제1축은 서울의 도심∙거점 지역을 관통하는 경인∙경춘축을 근간으로 설정하였
고, 제2축은 인천∙수원∙여주의 수인∙영동축을 근간으로 설정하였다.
수도권 내 주요 녹지축은 비무장 지대, 광덕산, 북한산, 팔당 지역, 관악산, 남산,
삼봉산, 서운산 일대 등 8개 지역을 녹지 거점으로 확보하도록 계획하였다. 8개 녹
지 거점 사이에 중요 녹지가 집중 분포한 지역을 축선 방향으로 연결하여 5개의 주
녹지축을 설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1개의 남북축(광덕산-서운산축)과 4개의
동서축(비무장 지대-광덕산축, 북한산축, 관악산축, 삼봉산축) 등 5개의 주 녹지축을 설정하였
다. 4개의 동서 녹지축은 수도권 서부의 개발 지역을 둘러싸면서 쐐기형 및 환상형
녹지축으로 구축하였다. 또한 수변 공간의 보전을 위하여 한강축과 서해연안축을
별도의 수역 보전을 위한 녹지축으로 설정하였다.

제3편_ 미래-도시 성장과 정책

327

수도권 도시들의 공간적 입지 분석에 따라 서울로의 통행 집중을 완화할 수 있는
위치(서울로부터 35㎞권 이상)의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자족 도시권을 형성하여 다핵화를
추진하고,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 개발 및 교통망 계획을 유도한다. 거점 도시는
스스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도시를 의미한다. 수도권을 동북 지역, 서북 지역,
서남 지역, 동남 지역, 남부 지역, 중추관리 지역 등으로 나누고 각 지역별 거점 도시
를 중심으로 하는 자족 도시권별 도시 기능 및 발전 방향(다핵화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다핵화 추진 전략
구분

다핵화 추진 전략

동북 지역

�거점 도시 동두천시를 중심으로 인접한 의정부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와 연계를 강화하는 연계 보
완형 자족 도시권을 형성하고, 남양주시를 지역의 생활 및 문화 중심 도시로 육성

서북 지역

�거점 도시 파주시를 남북 교류의 거점 지역 및 IT 중심의 지식 기반 산업과 물류 산업으로 특화하여
서부 지역을 남북통일에 대비한 상업, 업무, 문화 기능 중심지로 육성

서남 지역

�거점 도시 인천광역시를 국제교류 관문으로 설정하여 서울과 연결하는 국제교류 중심축으로 육성하되,
인근 지역의 안양시, 광명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의 산업 지역과 연계를 강화하여 서울 서
남권에 집중된 통행을 분산하고 수도권 지식산업벨트의 형성을 유도

동남 지역

�교통 결절지인 이천시를 지역 중심 도시로 육성하여 인접한 용인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와 상호 연
계된 자족 도시권 형성을 유도

남부 지역

�수원과 평택을 중심으로 인근의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안성시, 성남시, 의왕시와 도시 기능을 상호
분담∙보완하여 자족 도시권 형성을 유도

중추관리
지역

�서울 사대문안 도심부가 경제적인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수도권 및 국가의 얼굴로서 도심 특유의 역
사∙문화적 매력을 유지해가도록 도시 정비를 추진

광역 도시 계획에서는 토지의 용도를 도시용지(용도 지역상 주거∙상업∙공업 지역), 도
시화 예정용지(녹지 지역 및 관리 지역 중 장래 도시용지로 이용할 지역, 개발 제한 구역 중 보전 가치가
낮은 지역), 보전용지(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 및 관리 지역 중 보전할 지역, 도시공원,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상수원의 수질 보전 및 수원 함양에 필요한 지역, 호소∙하천 구역 및 수변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중 보전할 지역 등 보전 용도로 이용될 지역), 기타용지(자연 녹지 지역 및 계획관리 지역 등으로 계
획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토지 특성에 따라 보전 용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체계

적으로 관리한다. 서울과의 연접성, 거점 도시 분포, 자연 지형 및 토지 이용 특성에
따라 수도권 전역을 중부∙북부∙남부∙동부∙서부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토지 이용 및 정비 방향을 설정한다. 도시화 예정용지는 거점 도시에서 우선
적으로 개발하되, 중심부∙외곽부∙교외 지역에 따라 개발 밀도를 차등화하여 장래
개발 수요의 입지를 유도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을 적극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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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토지 이용의 구분
구분

거점 도시

시∙군

도시용지 개발 밀도

중부 지역

주핵 도시(서울)

서울, 고양,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부천, 광
명, 과천

250인/㏊ 이하

서부 지역

1차 거점 도시(인천)

인천, 김포, 시흥

150인/㏊ 내외

남부 지역

1차 거점 도시(수원)
2차 거점 도시(평택)

수원, 안양, 의왕, 군포, 안산, 용인, 오산, 화성,
평택, 안성

150인/㏊ 내외

북부 지역

2차 거점 도시(파주, 동두천)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150인/㏊ 내외

동부 지역

3차 거점 도시(남양주, 이천)

가평, 남양주, 양평, 광주, 이천, 여주

100인/㏊ 내외

5)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계획(2001~2020)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계획은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자생 능력을 가진 다핵 분산
형 도시 공간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교통망 체계 구축이다. 서울에 집중된 도시 기
능을 분산하기 위한 철도,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등 광역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고
교통수단별 광역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급행열차 운행, 전철노선 간 직
결 운행 확대 및 경량 전철 건설 등에 의한 전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교통수
단별 연계 수송 체계 구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를 높인다.
간선 교통 시설의 확충을 위해 수도권 전철, 경량 전철, 고속화도로 등을 건설∙
정비하고 자동차 중심의 수송 수단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개편하여 수송 분담 구조
를 개선한다. 또한 버스 전용차로제, 급행버스(BRT), 도로 개량 등을 통하여 간선 교
통축의 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다.
한편 늘어나는 수도권 교통 수요의 원활한 처리와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의 전환
을 위하여 전철의 추가 확충이 필요하다. 성남시와 관련된 수도권 전철망 구상을
살펴보면, 분당선과 신분당선은 이미 이용 중이고 이천선, 수도권 남부순환선 등이
성남시 관련 수도권 전철망 구상

단위 : ㎞

구분

전철

연장

비고

분당선

오리-수원

구간

18.2

광역, 기간망

이천선

분당-광주-이천

39.4

기간망

신분당선

분당-강남

16.8

-

수도권 남부순환선

남서울역-분당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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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획되었거나 구상 중에 있다. 또 수도권 간선 도로망 구상 중 성남시와 관련
된 계획은 국도 3호선 개량, 용인-의왕 간 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확장 계획
등이다.
성남시 관련 수도권 간선 도로망 구상
구분

단위 : 개∙㎞

노선명

구간

신설

국가 계획

국도 3호선 개량

성남-장호원

신설

지방자치단체 계획

용인-의왕

용인-분당-의왕

확장

국가 계획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하남-하일-퇴계원

차로수

연장

6~8

67.0

6

21.0

4~8

34.4

광역 도로망 계획
구분

노선명

주요 경유지

노선 특성

비고

강화-김포-서울외곽- �전국 간선망 남북 1축
해주-평택 안산-평택(서해안고속 �서해안 지역 연결 고속도로(시흥-평택 간 민자고속도로 포함)
도로)
�인천국제공항-김포-파주 간 동서 2축과 연결
개성-천안

�전국 간선망 남북 2축
파주-고양-광명-수원�서울-개성 간 직결 노선
평택
�과천-의왕-수원-평택 간 연계 및 서해안, 경부축 보완 노선

수원-평택
보완

남
연천-의정부-성남-오 �전국 간선망 남북 3축
북 원산-대전 산(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축
�전국 간선망 남북 3축과 4축을 보완하며, 남양주-광주-용
철원-포천-남양주-광
인 지역 통행축 보완
원산-청주
남북축 보완
주-용인(중부고속도로) �구리-용인-안성-연기 노선을 신설하여 남북 4축의 기능
보완
철원-충주

철원-포천-양평-여주 �전국 간선망 남북 4축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구미 간 중부 내륙과 연계

강화-고성 김포-파주-연천-포천

인천-화천

고양-양주-가평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전국 간선망 동서 1축
�경기 강원 북부 지역 연계
�전국 간선망 동서 1축의 사업 시기를 감안하여 경기 북부
고속도로
지역 생활권 형성 지원
보완 노선
�인천-김포-파주 간 간선망 보완

부천-서울강변북로경인고속도로
동
�전국 간선망 동서 2축
인천-춘천 구리-양평(경인, 서울직선화(서인천
서
�경인고속도로,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동서 간 연계
춘천 간 고속도로)
IC-청라지구)
축
�전국 간선망 동서3축
고속도로,
인산-신갈-이천
�인천국제공항-송도지구-시화지구 간을 직결
인천-원주
인천국제
(영동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인천-광명-안양-성남-광주-원주)와 제2
공항 연계
영동선 연결
안중-제천
순
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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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평택-안성-제천 �전국 간선 도로망 동서 4축
(안중-평택 간 고속도로) �서해안, 경부고속도로 연계 및 아산만권 연결

제2순환

서울외곽순환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제3순환

인천-김포-파주-남양
주 -광주-용인-시화

�서울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북부, 남부 지역 고속도로 계획 노선을 동서축으로
연계 보완하며, 생활권 간 연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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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축과
연계

수도권 간선 도로망 구상

광역 철도망 계획
구분

고속∙간선
철도

노선명

경유지 및 계획 노선 특성

경부고속철도

�서울(광명)-천안∙아산-대전

서남선 철도

�수도권 서부와 아산만권 산업 지대 연결

인천국제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과 서울역 연결

중부내륙선

�성남(분당)-광주-이천-김천(대구)

제2공항철도

�인천국제공항-인천-광명(경부고속철도)-분당
�개항 단계에서 기존 철도로 환승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 인
천국제공항과 고속철도역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 구상

기타 방사형 노선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경원선, 수인선 등
복선전철화 사업

비고

교통 시설
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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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광역
철도망

도시철도
간 연계

수도권 간선 전철망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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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명

경유지 및 계획 노선 특성

비고

수도권 순환선

�지역 간 철도와 도시철도 노선 연계 강화
�수도권 내 주요 생활권 중심 도시를 직결
�도로교통 수요 전환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지역 간
철도 보완

신분당선

�용산-강남-분당-수원(수도권 순환선)
�중부 내륙선과 수도권 남부 지역 연계

지역 간
철도 보완

신안산선

�안산-광명역-여의도-청량리

지역 간
철도 보완

인천(인천국제공항)
-고양(경의선)의정부(경원선) 연계

�인천국제공항, 경기 북부 지역 연계, 남북 교류 강화를 위한
장기 구상

지역 간
철도 보완

도시철도 간

�서울특별시 7호선, 인천광역시 1∙2∙3호선 등

도시철도와 간선철도

�인천광역시 2∙3호선, 인천국제공항선, 경인선, 수도권 순환
선 연계

2. 2020 성남 도시 기본 계획상의 도시 정책
1) 성남시 위상 및 사회 여건 변화
성남시의 장기적인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도시 기본 계획
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도시 기본 계획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종합 계획
으로서 도시 관리 계획 수립 등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성남시는 2020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를 배경으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첫째, 인구 100만 명의 거대 도시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구 증가는 기존
의 성장 위주 도시 정책에서 관리 위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당 및 판교 신시가
지 건설에 따른 변화가 예상되며, 주변 중소 도시와 연계하여 중추 도시로서의 기
능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서울 의존적 성향에서 탈피하여 자족 기능 강화
가 요구되고 성남 고등동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으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
이 기대된다.
둘째,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 도시로의 성장이다. 판교 신시가지 내 벤처 단지 육
성 등의 여건으로 지식정보 산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육성하여 제조업에서 탈피
한 고부가가치 산업 도시로 변모를 도모한다.
셋째, 정보화 환경 및 문화∙복지∙여가 환경에 대한 시민 욕구의 증대이다. 기대
수명 연장에 의한 복지 환경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주5일 근무제 등 여가 활동
시간의 증대에 대비한 문화∙여가 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넷째, 양호한 도시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도시민의 이동을 촉진한다. 과거 직장
및 교육 여건에 좌우되었던 도시 정착 조건이 다양한 문화∙복지∙공공 환경 등 도
시 환경의 질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시 환경을 하나의 상품화하는 도시 관
리 전략이 필요하다.
다섯째, 상위 및 관련 계획을 통한 성남시 발전 방향을 도출한다. 지식 산업 중심
의 산업 구조 재편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중추 도시로 발전하고, 그린벨트 보전과
친환경적 도시 개발 추진으로 도시의 허파인 광역 녹지축을 보전한다. 또한 인접
도시권의 중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광역 교통망 및 지역 간 도로와의 연계 체계
를 구축하고 기반 시설의 확충을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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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표 설정
성남시의 미래상은 도시 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수도권 제1의 도시 환경을 구축
하여,‘정착하고 싶은, 기업하고 싶은,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 관리 및 운영 시스템의 모델 도시화를 추구한다. 또한 경제∙산업, 문
화∙복지, 주거 환경, 지방 자치 등 도시 활동의 전 분야를 포용할 수 있는 비전과
계획의 목표를 수립한다.

3) 추진 과제 및 전략
(1) 경제∙산업 분야 � 지식 산업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성남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한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시 내 산재
한 관련 산업을 판교 신시가지 내 벤처 단지로 집적하며,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벤처벨트) 지정으로 소프트웨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정보통신 기반 조성, 경제 자원 DB화, 경제∙생활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정 지원을 확충한다. 또한 주변 타 도시 내 관련
사업과의 기업 정보 연계 및 이를 지원∙관리하는 지식 기반 정보센터를 건립하여
기업 정보 네트워크가 완성되도록 한다. 교통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도시
내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순환 교통망과 서울 및 주변 도시로의 물류 이동을 원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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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기 위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한다.
(2) 문화∙복지 분야 � 균등한 삶의 보장과 문화 정체성이 있는 성남

성남시를 구성하고 있는 기존 시가지와 분당∙판교 신시가지 주민이 균등한 문
화∙복지∙여가∙공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인프라 차이를 극복한다.
특히 도시 소외 계층을 위한 시립문화회관, 복지회관, 의료 기관 등의 설립과 재정
을 지원한다.
모란시장 주변의 재정비를 통해 전통문화를 활성화하고 남한산성과 모란시장을
연계하는 성남 문화축을 구축하며,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에 나타나는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행정∙문화∙복지 공공시설의 재배치를 검토한다.
(3) 주거∙환경 분야 � 아름답고 쾌적한 푸른 성남

기존 시가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한 공원∙녹지를 확보하고 오래된 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지원 체제를 수립한다. 또한 도시 내 공원을 연
계하고 탄천 등 수변 공간을 개발하여 주민이 풍부한 공원∙녹지를 제공받을 수 있
도록 한다.
도시의 허파 기능인 성남시 그린벨트 지역의 친환경적 관리와 그린벨트 우선 해
제 지역의 적정 개발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도모하고 도시 녹지축의 연계를 통해
광역 녹지축을 보전한다. 또한 도시 환경 계획 수립과 체계화된 환경 보전 및 관리
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지방 자치 분야 � 시민이 참여하는 자치 행정 도시 성남

여성과 노인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도모하고 가정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여 여성
의 사회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의료 복지의 혜택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
라 노인 경제 활동의 기회 제공을 위한 재교육 기관의 설립과 지원을 도모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의한 지방자치제의 실현과 주민의 참여를 위해 서비스를 강
화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열린 행정을 실현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정 행위의 실현을 위해서는 성남
시의 재정 확충이 필요하며 재정 자립도를 향상시켜 자치 행정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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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시가지 정비 계획

1. 기존 시가지(수정∙중원구) 현황 분석
1) 지형 및 수계
기존 시가지인 수정구와 중원구의 지형은 북쪽의 영장산과 동남측의 검단산이
둘러싸고 있으며, 동쪽은 높고 서쪽이 낮은 분지 형태의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천은 시가지를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관통하여 흐르는 독정천∙단대천∙대원
천이 있으며, 한강에 유입되는 탄천과 연결되어 있다. 기존 시가지의 전반적인 형
태는 탄천을 기준으로 제일 낮은 높이를 형성하여 서쪽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동고
서저형의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표고 분석

단위 : ㏊ ∙%

구분

50m 미만

50~75m

75~100m

100~150m

150m 이상

합계

면적

310

295

327

424

22

1,378

구성비

22.5

21.4

23.7

30.8

1.6

100.0

경사 분석

단위 : ㏊ ∙%

구분

10% 미만

10~15%

15~20%

20~25%

25% 이상

합계

면적

674

214

152

96

242

1,378

구성비

48.9

15.5

11.0

7.0

17.6

100.0

2) 기존 시가지의 인문 현황
(1) 인구와 주택의 변화 추이

기존 시가지의 거주 인구는 2013년 현재 약 48만 4000명으로 지난 13년간 9.0%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이는 신생아 출산율의 하락과 인근 도시로부터의 인구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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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신규 주택지 개발을 위한 토지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핵가
족화로 주택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주택 보급률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인구 및 가구수 변화 추이

단위 : 명∙가구∙%

2000

구분
인구
가구수
인구밀도
주택 보급률

2005

2013

수정구

중원구

계

수정구

중원구

계

수정구

중원구

계

257,554

275,017

532,571

264,569

271,940

536,509

228,167

256,349

484,516

89,956

93,449

183,405

106,553

104,062

210,615

101,505

105,339

206,844

5,601

10,425

7,396

5,755

10,305

7,451

4,960

9,859

6,729

56.2

67.0

62.2

75.0

-

100.18

105.36

-

-

출전 : 성남시,『성남통계연보』,2011.
출처 : 수정구청(http://www.sujeong-gu.or.kr); 중원구청((http://www.jungwon-gu.or.kr).

(2)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현황

기존 도시 내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도시 저소득 주민
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는 기존 시
가지 내 11개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지구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 중 산성2지구를
제외한 10개 지구는 이미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완료되었다.

주거 환경 개선지구 지정 현황
구분

단위 : ㏊ ∙동

면적

주택수

지정일

1

한성1지구

7.5

465

1989. 12

2

한성2지구

8.5

593

1989. 12

3

자혜지구

7.1

429

1989. 12

4

중동지구

4.3

390

1990. 11

5

한성3지구

4.1

299

1990. 11

6

단대지구

3.0

296

1992. 3

7

금광지구

0.7

60

1992. 3

8

산성지구

2.1

192

1995. 4

9

보통골지구

2.4

44

1996. 11

10

사기막골지구

1.5

14

1996. 11

11

산성2지구

2.9

221

2004. 4

44.1

3,003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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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개선지구 현황도

(3) 용도 지역 현황

건축물의 용도별 이용 현황을 나타내는 용도 지역의 지정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
다. 우선 상업 기능이 주를 이루는 상업 지역 및 준주거 지역은 성남대로∙중앙
로∙ 수정로 등 주요 대로변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남동측으로 제2산업단지
와 제3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공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용도 지역 지정 현황

단위 : ㏊ ∙%

구분

주거

상업

공업

72.8

5.3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603.2

43.8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98.7

7.2

준주거 지역

102.2

7.4

소계

876.9

63.7

일반 상업 지역

108.1

7.8

일반 공업 지역

150.0

10.9

준공업 지역

자연 녹지 지역
합계

비고 : 도상 구적 면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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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비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소계
녹지

면적

9.3

0.7

159.3

11.6

233.7

16.9

1,378.0

100.0

용도 지역 현황도

제1종 일반 주거 지역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일반 상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준공업 지역
자연 녹지 지역

3) 종합 현황
서울시 청계천 철거민의 집단 이주를 위하여 조성된 기존 시가지의 현재 인구밀
도는 6729명/㎢이며, 인구 및 주택의 과밀로 각종 사회 문제가 심각하다. 주요 간선
도로변에 상업∙준주거 용도의 선형 입지에 따른 교통 정체와 주차난 심화 및 도시
경관 저해, 과밀한 인구 및 주택, 산재한 과소 필지(20평 분양지)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동∙서축(수정로, 중앙로, 공단로 등)은 간선 기능이 양호한 편이지만 남∙북축(공원로, 시민
로, 음촌로 등)은 폭원이 협소하고, 종단 경사가 심해 교통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공원∙녹지의 연계 체계가 미흡하고 태평동∙수진동∙금광동∙상대원동
등은 주거지 내 공원 녹지 시설이 부족하며, 기존 시가지 대부분이 고도 구역의 높
이 제한으로 다양한 층고 계획에 의한 스카이라인 형성이 곤란하다. 기존 시가지의
인구 및 주택의 과밀로 인한 교통 문제, 기반 시설 부족, 주거 환경의 악화 등을 체
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기존 시가지 정비 방안의 마
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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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시가지의 정비
1) 정비의 기본 방향 및 과제
기존 시가지 정비의 기본 방향은 주거지 특성과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고려하는 것에 있다. 즉 경기도와 성남시 전체에 대한 상급 계획과의 정합성을 유
지하면서 기존 시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
하여 주변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 현황 등을 정밀 조사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지역 특성별 정비 예정 구역을 설정하고, 지역별 주
민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비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
한 방향을 기초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
는 것이다. 주민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공공 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는 주거 생활 안정과 재정착
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 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시가지의 정비 전략을 통해 다음의 네 가지 추진 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공의 적극적 지원과 주민의 능동적 참여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중앙 정부와 경기도의 보조 및 시의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설문 조사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후 이를 계획에 반영
하고 있다. 특히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하여는 공공 기관의 적극
적인 참여와 지원을 강화하면서 이외 구역에 대하여는 공공의 주도하에 지역 주민
의 참여를 유도하는 계획이다.
둘째, 시 전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상위 관련 계획 및 기정 계획을 검
토∙반영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제1산업단지 이전과 시청사를 비롯한 행
정타운 조성 등에 따른 여건 변화를 반영한 전반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신도시
인 분당 및 판교 지역과의 주거 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보다 계획
적인 정비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기존 시가지를 구현하기 위한 균형 발전 전략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열악한 주거 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이다. 거주민의 문화∙체육∙보행 공간
을 활성화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다양한 주거 공간이 형성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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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넷째, 주민의 주거 안정 및 생활의 질 향상 도모이다.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주민의 주거 안정에 대한 대책 수립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하여 도촌∙판교∙여수
지구와 위례지구 등에 순환용 주택 단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세입자
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임대 주택의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2) 기존 시가지 정비의 기본 구상
(1) 여건 분석

기존 시가지 정비를 위한 현황 검토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상가, 공공시설, 교육
시설, 정비 사업 검토 대상 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기능별 밀집 구역을 설정하고 구
역별 특징에 맞는 활성화 방안 및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상가 밀집 구역은 구 시청 앞 수정로 일대의 상업 지역과 모란역에서 단대오거리
에 이르는 중앙로 일대의 상업 지역으로 재래시장과 전철역 및 기존 상가들이 밀집
하여 이용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 일대는 상권의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법원∙검찰청 및 종합운동장∙중원구청 등 공공시설이 입지한 구역으로 공공시
설 이용 인구와 주변의 인구로 인해 인구의 이동이 많다. 따라서 기존 상업 기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휴식 및 교류 공간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기존 시가지는 가천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신구대학교, 을지대학교, 한국폴리텍1
대학 성남캠퍼스, 성일학원 등의 교육 시설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따라서
청소년 관련 시설의 입지를 유도하고, 보행자의 원활한 이동 공간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구릉지에 해당하는 지역 대부분은 주민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태평동∙수진동∙신흥동 인근에는 공원∙녹지 시설이 부족하여 기존 시가지의 녹
지축 조성을 위해 정비 구역 간 연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 대부분이 광주대단지
조성 당시의 기준이었던 20평 규모의 소규모 대지로 구성되어 있어 인구 및 주택이
과밀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비 예정 구역 지정 후 추진해야 할 것으
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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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조 구상도
교통 체계 구상도

(2) 공간 구조 구상

여건 분석에 따라 도시 환경 정비를 위하여 우선 성남시의 상급 종합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상에 기존 시가지의 구상 내용을 반영하고, 향후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주요 기능별 활성화 구역을 정하여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다.
단대오거리의 제1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중심 지역으로서 도심의 새로운 상징 지
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모란사거리는 교통 요충지로서의 장점을 활용한 역세권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구상을 수립하였다.
중앙로 지하상가 등 상업 지역과 역세권은 활성화 구역으로, 수정로 주변의 상업
기능 활성화 구역에는 시청사 이전에 따른 공공 기능을 도입하였다. 생산 기능 활성
화 구역은 도심 적합형의 첨단 산업 유치를 통한 기술∙지식 집약형 벤처기업 육성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주거 기능 활성화 구역은 정비 사업을 통하여 불량한 주거지
를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기능 활성화
구역은 학교 시설 밀집 지역으로 청소년 관련 시설을 장려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3) 교통 체계 구상

교통 체계는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가로 배치 기준에 준하여 배치 간격과 도로 기
능을 부여하고 격자형 및 순환형 체계의 도로망 구축을 통한 교통량 분산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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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가지 정비 기본 구상도
공원∙녹지 체계 구상도

탄천로-우남로-순환 도로-국도 3호선을 연결하는 순환 도로망을 구축하고 동
서 9개, 남북 9개의 격자형 주∙보조 간선 도로망을 구축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
는 것을 기본 구상으로 설정하였다. 동서축의 간선도로는 대체로 도로의 폭원이 양
호하므로 TSM(교통체계 개선) 사업 등을 통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남북축의 간선
도로는 폭원이 좁고 종단 경사가 심하므로 도로의 확장 및 입체 시설물의 설치로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신교통수단(노면 경전철)을 도입하여 지하철 및 버스와의 연계
체계 수립을 기본 구상으로 설정하였다.
(4) 기존 시가지 정비

기존 시가지의 종합적인 정비를 위해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여 활성화 요인을 발
굴하고, 개별 여건에 맞도록 주거지를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시가지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과
잠재력을 활용하여 도심부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현황에 부합하는 개선 방안을 마
련하기 위해 공원∙녹지축 형성, 생활가로∙특화거리 조성, 수변축 조성 등의 기본
구상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였다.
정비 사업과 도시 계획 시설 사업 등으로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공원∙녹
지 등의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여가 및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등 기존 시가지의 체
계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정비 구상안을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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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정비 예정 구역 총괄표

단위 : ㏊

구분

주거 환경 개선 및
주택 재개발

면적

신흥1

19.4

신흥2

19.7

신흥3

16.6

태평1

11.3

태평2

15.5

태평3

12.1

태평4

12.5

수진1

24.2

수진2

10.3

단대

7.7

산성

15.8
중1

10.3

중4

3.6

중1
중2

3.7

중3

3.9

금광1

20.3

금광2

3.0

은행1

6.2

은행2

17.0

상대원2

23.6

상대원3

16.3

소계

273.0(21개)

건우

1.6

신흥주공

17.5

주택 재건축

도시 환경 정비

미도

1.1

소계

20.2(3개)

도환중1

6.8

도환중2

3.9

소계
합계

자료 「2010년
: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2006. 12, 성남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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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개)
303.9(26개)

기존 시가지 전체의 공원∙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 공원 및 녹지 공간 등
과 연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지형과 기정 근린공원을 적극 활용한 동서 2축, 남북 2축의 녹지축을 조성하고,
공원∙녹지 환경이 열악한 태평동∙수진동∙신흥동 일대의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테마공원과 생활가로를 조성하는 것을 기본 구상으로 설정하였다. 생활권별로 근
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을 확대하며, 복
개된 중앙로 편측으로 수변축(실개천)을 조성하여 기존 시가지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3절 균형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방안

1. 성남 도시 공간 구조 현황
성남시는 1970년부터 서울시의 불량 주택 이주 단지로 조성된 기존 시가지와
1990년대 초에 건설된 분당 신시가지로 대별되는 공간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두 도시 공간은 간선도로로 연결되어 있지만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
라 지역 간 연결 공간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연계 개발이 어
려운 실정이다.
분당 및 판교 신도시 등은 광역 차원의 개발이 많아 성남시 자체의 공간 구조 형
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관리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양분된 공간 구조와 더불어 지역 간 소득 수준의 차이로 인해 기
존 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의 마찰과 갈등도 나타나고 있어 도시의 정체성을 구축하
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토지 이용 측면에서는 기존 시가지는 조성 당시부터 작은 필지(20평) 형태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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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인구밀도가 높고, 남쪽과 북쪽의 V자형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교통
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다. 도시 형성 시기에 조성된 산업단지가 도심 한가운데 위치
하고 있어 토지 이용상 비효율을 초래했으며 구 시청사를 포함해 공공 기관의 대부
분이 기존 시가지에 밀집되어 있어 이용상의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게다가 대부분
이 낡은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 주
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성남시 중심지에 위치한‘서울공항’은 도시의 동서 개발축 형성을 막고 있고, 보
전 녹지 및 개발 제한 구역 등에 의해 개발 가능 토지가 매우 적어 기존 시가지 문제
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대체 용지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판교 신시
가지와 서울을 연계하는 간선 도로변으로 개발 압력이 최근 들어 급속히 높아져 계
획적 토지 이용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으로 분석되었다.
남북 교통축은 성남대로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등으로 매우 양호한 반
면 동서 연결축은 서울공항의 입지로 인해 단절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분당 신시가
지는 연결 교통망이 양호한 실정이지만 기존 시가지는 경사 지형과 고밀 주거지로
인해 내부 교통 상태가 열악하며 연결하는 주간선도로가 부족하여 공간적 분리 현
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판교 신시가지와 도촌 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순환 교
통망 체계와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공간 구조를 살펴보면, 8개 역세권 중 산성역∙남한산성입구역∙가천대역에는
상업 지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상업 지역의 경우에도 구분이 불명확한 채
구 시청 주변과 모란역∙신흥역 부근이 주된 도심 상업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토지 이용은 저층∙고밀 주거 지역으로 공공시설이 부족하고, 교통 환경이 열악
한 편이며, 협소한 공간에 많은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주거 환경의 저해 요인이 되
고 있다. 상업 지역은 기존 시가지의 대로변(수정로, 중앙로)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
으며, 소규모의 근린 상업 시설과 주거 기능이 무질서하게 혼재되어 있다. 중앙로
와 공단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로가 협소하여 교통 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으
며, 공공 청사의 진입로가 단일 도로로 되어 있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파악된다.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공공 시설물 대부분은 지하철을 이용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공원은 대부분 산간에 위치하여 있고 미설치된 공원이 대부분이
여서 공원 이용이 저조하며, 생활권 주변의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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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분당의 공간 구조는 자연 지형에 순응하고, 지구별로 균등한 접근이 가능하
도록 탄천을 따라 남북으로 중심지가 배치되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변으로 상업
지역을 배치하여 도시 경관이 질서가 있고, 배후 주거 지역의 소음을 완화하였다.
전철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형성하는 6개의 생활권을 구성하고 있으며, 대로 이상
의 지역에 근린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다.
교통은 서측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통
과하고, 분당-내곡 간 도시고속화도로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가 서울과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다. 그러나 도시 내부에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을 분리하는 8
차선 대로가 조성되어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부터의 통과 교통량을 도시 내부로 흡
수함으로써 도시 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있다. 내부도로는 남북축의 성
남대로∙돌마로∙불정로와 동서축의 서현로∙분당로∙백현로∙정자로 등이 격자
형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2. 개편 방향과 전략
1) 공간 구조의 개편 방향
기본적으로 시의 위상 변화와 주변 도시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도시 여건의 변화
및 발전 방향과 부합하는 공간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
로 수립된 상급 계획인 광역 도시 계획을 반영한 도시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수도
권 지식 기반 경제 구축의 거점 도시 위상을 갖는 공간 구조와 주변 지역의 여건 변
화에 부응하고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에 부응하는 도시 발전축을 형성해야 한다.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 간의 연계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현재 조성
된 판교 신시가지뿐만 아니라 여수∙도촌∙위례 등 대규모의 택지 개발을 고려하
여 공간 구조를 설정해야 한다. 도시 내 마찰 관계를 형성하는 기능을 재배치하여
효율적 공간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도시 공간은 우선 도시 발전축을 설정하고 환경 친화적 공간 구조를 형성하면서
지역 통합과 지역별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기존 도시 기능의 강화와
신규 기능의 유치, 그리고 수도권 기능 분담과 산업 고도화를 통한 자립 도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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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시가지 공간 구조 개편
구상도

축하기 위한 구상을 수립해야 한다. 시의 균형 있고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전
략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지역별 핵심 기능 부여와 도시 관리축 설정이다. 기존 시가지와 분당 신시
가지, 그리고 판교 신시가지의 거점 지역에 핵심 육성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연계
하는 도시 관리축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 기능과 시설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 도심 재개발을 통한 토
지 이용 효율화 지역, 난개발 방지 지역 등으로 나누어 도시 관리를 위한 도시 관리
영역권을 지정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도심 간 기능의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이다. 공공 기능을 재배치하여 기존
시가지-판교 신시가지-분당 신시가지를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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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시가지에 있는 제1산업단지를 이전하고, 그 토지
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도심 활성화를 추진해야 하며, 기존 시가지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분당의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셋째, 녹지축과 수변축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광역 녹지축을 최대한 보존하되 도심 녹지축과 연계하여 네트워크화하고, 남북을
관통하는 탄천을 자연 환경축의 중심 위계로 설정하며, 이를 중심으로 동측과 서
측의 수변∙녹지축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발 제한 구역과 수
변∙녹지축 주변을 저층∙저밀의 환경 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
야 한다.
넷째, 기존 시가지의 공간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 단대오거리역 부근은 제1산업
단지 부지 활용을 통한 역세권 개발로 도심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을 위한 도시 상
징물을 형성하고, 구 시청사 부지에 기존의 역할을 대체할 공공적 기능을 도입하여
중앙로와 수정로 변의 각 생활권 중심에 위치한 상업 지역이 각각 부도심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도심 소생활권의 가로망과 소공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공간 구조 구상
(1) 기본 개념과 3중심 구상

기존 시가지와 분당 신시가지, 판교 신시가지 등 성남시는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
한 일반적인 도시 형태보다는 주로 광역 계획에 의해 개발되면서 공간 구조를 갖추
기 시작하였다. 현재 시청사는 여수동으로 이전하였지만 아직도 법원 등 공공 기관
은 기존 시가지에 집중되어 있어 이용의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광역 계획
에 의한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 성남시 자체적인 도시 성장 모형을 갖추기 어려
웠고, 지속성을 지닌 공간 구조 구축 역시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시 내
각 지역들이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면서 기능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으며, 생활권별로 독립적인 도시 문화가 형성되어 성남시를 하나로 하는 도시 정체
성을 형성하는데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도시 공간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과 달성해야 할 계획의 목표 및 개발 전략에 따라 모든 가능
성을 포괄하고 장래의 도시 미래상과 도시 발전 방향을 수용하고 이를 지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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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성남시의 도시 공간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그동안 이원화된 공간구조를 보완하고 신∙구가 조화되는 연계 체계를 위해 각
지역별 역할을 분담하고 동시에 통합하는 공간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수정구와 중
원구는 기존의 낡은 불량 환경을 정비하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기반 시설의 부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며,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여 신산업 공간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판교 신시가지는 저밀의 고급 주택 단지와 지식 관련 중심의 벤처산업 핵심
지역으로 육성하며, 분당 신시가지는 현재의 벤처산업을 판교 신시가지 기능과 연
계∙지원하는 기능을 부여하여 자족 기능을 보완하고 주거지를 활성화하여 수도권
남부 지역의 개발 잠재력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수정구와 중원구의 중심으로 제1산업단지 부지의 유효 이용을 통한 역세권
개발로 도심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며, 주택 재개발과 주거환
경 개선은 물론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남동쪽에 입지해 있는 제2산
업단지와 제3산업단지의 산업 구조를 도시형 업종으로 고도화하여 신산업 공간 기
능을 부여한다. 그리고 지형적 여건을 이용하여 입체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고,
부족한 문화∙녹지 공간을 확충하며,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벨트를 조
성하는 등 가로 및 장소별 특성을 부여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분당 지역은 신주거 기능의 잠재력을 활용하여 주거 기능을 정비하고, 편익 시설
을 보완하여 양호한 주거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며,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업무 기능의 입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수도권 남부 지역의 상업 지
역 활성화를 도모하며, 부족한 문화 기능을 확충하고, 수도권 남부 지역의 잠재력
을 흡수하여 광역화하고 국제화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판교 지역은 자연 생태 기능을 최대한 보전하고 적정 밀도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환경 친화적인 전원도시를 조성해야 한다. 벤처 업무 단지를 수도권 동남
부의 부족한 생산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업무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 금토산과
운중천∙금토천의 수변 공간 등 녹지 공간을 연계시켜 휴식 및 레저 기능을 부여해
야 한다.
(2) 교통망과 공원∙녹지 체계

교통망 체계는 남북축의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고속화도로와 성남대로 이외에 서
울과 연계시키는 1개 노선(영덕-양재 간 고속화도로)을 신설하는 것이다. 판교 신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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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지원지방도 23호선을 확장하여 성남
시 서측의 남북 주간선 축으로 신설 계획을 수립한다. 시청사가 이전된 여 수동 일
대를 관통하는 국도 3호선을 동서 주간선 1축으로 형성하는 안양-성남-광주를 연
결하도록 계획하며, 남측의 의왕-성남-광주를 연결하는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을 분당 신시가지와 판교 신시가지를 연계시키는 동서 주간선 축으로 계획한다.
시의 동측과 서측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광역 녹지축을 주 녹지축으로 형성하고,
이를 동서로 연결하는 도심 녹지축을 계획하며, 도심의 녹지축과 시를 남북으로 관
통하는 탄천(수변축)을 중심으로 생활 녹지축을 계획하여 도시 내∙외곽을 연결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개발 제한 구역 우선 해제 취락지구는 녹지축이 훼손되
지 않도록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며, 특히 판교 신시가지 주변은 향후 개발 압력에
의한 난개발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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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도시 기능의
변천 과정과 발전

소진광｜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제1절 도시 기능의 의의와 도시 경쟁력

1. 도시 기능의 의의
인간의 경제 활동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활동으로 인해 만들어진 공간(space)에 의
해 제약을 받고,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입지 여건 혹은 공간을 창
출한다. 따라서 어느 지역의 산업 구조는 그 지역의 공간 구조, 나아가서는 인간 활
동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종래 산업 구조라 하면 경제 활동의 대상이나 분야와 같이 결과만을 설명하는데
국한된 개념이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의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실제 들어맞지 못
하였다. 즉 구조와 기능은 서로 맞물려 있어서 때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어느 지역의 산업 구조 재조정이나 변화와 같이
동태적인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 여건의 변화를 먼저 거론
하여야 한다. 아울러 경제 활동은 변환 과정으로서 생산 조직이나 생산 체계와 관
련되어 있는데, 이 역시 경제 활동의 여건과 결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결
국 성남의 도시 기능을 분석하는 작업도 경제 활동 결과로서의‘양적 개념’과 변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질적 개념’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다.
성남 지역의 질적인 산업 구조 특색은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도출해야 될 영역이
기도 하다. 특정 산업과 전∙후방으로 연계되어 있는 개별 기업 간 투입∙산출 및
기술 수준 그리고 생산 조직과 생산 체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게 되면, 그러한 경
제 활동과 맞물려 있는‘공간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의‘사람’
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성남의 산업 구조를 도시 기능적 측
면에서 접근하고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공간 조건과 비슷한 여건의 다른 경쟁 도시
와의 경제 활동 내용 및 인구 변화를 비교하여 성남시의 도시 기능 문제점과 향후
성장 가능성이 있는 도시 기능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의 성장 결과는 인구의 증가로 표현된다. 도시가 성장하려면 다양한 활동을
담을 수 있도록‘그릇’을 키워야 하는데, 그러한‘그릇’은 단순히 도시 공간 면적이
아니라‘생산성’을 의미한다. 즉 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은 생산성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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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여 이동한다. 이러한 인간 활동의 이동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생
산성’이다. 전통적으로 생산성은 토지와 노동을 통해 발현되는 것으로 인지되고 있
다. 그러나 엄밀히 분석해보면 토지와 노동은‘생산성’의 측정을 용이하게 하는 단
위이지 생산성 구성 요소는 아니다.
산업화 이후 토지는 농업시대에서처럼 절대 면적이 아니라 위치와 형태에 따라
생산성을 달리한다. 노동도 농업 사회와는 달리 단순히 근력만으로 생산 결과를 달
리하지 않고, 일의 종류와 속성에 따라 생산성을 달리한다. 동일한 절대 면적이라
도 인구밀도를 달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절대 면적을 더 이상 부풀릴 수
없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더 많은 인구가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큼 도시가
높은 생산성을 거두어야 한다. 그러나 인구가 늘어나도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다
면 시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무슨 활동’을‘어떻게’할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간 활동은 대상에 따라 업종을 달리하고, 방식에 따라 업태業態를
달리한다. 농산물을 키우는 것은 업종이지만 이를 최신 방식으로 수행할 경우 첨단
산업이 된다. 결국 업종과 업태를 통해 생산성을 달리할 수 있는 인간 활동은 한정
된 공간의 수용력을 늘릴 수도 혹은 감소시킬 수도 있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
이 도시 기능이다.
도시는 어떻게 관리, 운영되느냐에 따라 다양한 업종과 다양한 업태를 담을 수 있
다. 도시라는 용기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물은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나
면서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활동을 촉발하거나, 억제하여 인구 규모나 경제 활동
의 내용과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노담(Northam, 1979)은 2∙3차 산업 집중도가 높아질
수록 그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집중되게 되어 도시화를 촉진하고, 소득이 증
대될수록 인구는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소득 증대가 도시화를 촉진하게 된다고
하여 도시 성장과 산업 활동의 상호 관계를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시역 확장은 2∙3
차 산업 활동의 공간적 확산으로 인한 도시적 토지 이용에 기인한 것이며 농촌 지
역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 유입 또한 도시에서의 산업 활동 기회를 찾으려는 경제
적 이유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하트숀(Hartshor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제3세계에 있어서의 도시화가 선진국
이 경험한 것처럼 중산층을 배경으로 한 고도∙기술 집약적 산업 활동에 기인한 것
이 아니며,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도시 인구가 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도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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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능가하는 경우가 있어서 산업 활동으로 도시화 과정을 설명하는데 한계점을 드
러내고 있는 경우도 있다.1
그러나 센서스 자료를 이용해 도시 기능을 분석할 경우 도시 기능은 비공식 부문
을 포함하고 있고 도시로의 인구 이동 원인이 모두 경제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도시
적 생활 기회 추구에 있으며, 도시적 생활은 도시 산업 활동의 속성에서 비롯되는
바 도시 기능이 도시 체계 변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개
별 도시 기능의 생애 주기가 도시 전체의 성장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도시 기능의 관점에서 도시를 관리하여야 할 근거가 된다.
도시학자들은 도시를 주요 기능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그 안에서 인간 활동을 이
해하려고 노력하였다. 전체적인 도시 체계의 한 구성 요소로서 개별 도시의 성장
내지 변화는 그 도시의 기원과 배경에 따라 달리 나타나므로 도시를 기능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은 성장 잠재력뿐만 아니라 도시 체계의 전반적인 변화 방향을 파악
하는데 있어 중요한 접근 방법이 되고 있다. 인간의 산업 활동은 그 시대의 과학 기
술 정보나 자원 이용 상태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므로 분야별 복합적인 인간 행태로
나타나는 도시 기능도 각기 다른 생애 주기(life cycle)를 갖게 된다. 따라서 새로운 시
대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 기능은 쇠퇴하거나 변화하고 다른 도시 기능이 창
출될 수도 있다.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간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시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개별 기능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함은 물론, 각 개별
기능의 쇠퇴를 상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듯 도
시 기능의 변천은 곧 도시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통, 통신 혁명은 종래 도시 성장의 맥으로 생
각되었던 자원의 중요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시가 공간상에서 가지
는 기능의 성격도 변화하게 되었다. 종래 생산, 행정, 방어 등의 성격으로 탄생, 성
장을 달리하던 도시들이 이들 탄생 배경이 되었던 이유보다 인간이 이들 도시를 이
용하는 시장 원리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된다. 인간의 도시 공간 이용 행태도 다양화
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도시 기능을 다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다기능 복합 도
시의 출현을 가속시키게 되었다. 한때 이러한 경향으로 도시 기능에 관한 연구가
어떤 특색을 찾을 수 없다하여 학자들에게 매력을 잃게 되고, 단지 입지적 관점에

1 Hartshorn. T. A., Interpreting the City: An Urban Geography. John Wiley & Sons. New York. 1992, p. 36.

356

제6권_ 도시개발사-도시박물관, 성남

서 총량적 인구 크기의 변화라는 도시화(urbanization) 및 도시 성장(urban growth)에 관한
연구에 국한된 감이 없지 않았다. 이러한‘도시화’및‘도시 성장’은 결과로서의 현
상이지 그 자체가 명확한 인과율(causality)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도시를 이해하거나
도시 관리 정책 수단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지표이다.

2. 도시 경쟁력
도시가 탄생하고 성장하는 과정은 공간적 특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 요인
은 역시 각 도시가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복합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때 도시 문제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해서는 도시 기능에 관한 검토
가 필요하다.
도시는 여러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일 기능으로서의 특화 현상을 파악하기
란 어려운 점이 있으나 이러한 개별 기능의 조화에 따라 일종의 생애 주기를 거치
게 된다. 즉 도시의 생애 주기는 그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산업 활동의 성
쇠와 관련한 것으로 이러한 산업 활동은 각 분야별로 개별 기능을 형성한다. 즉 성
남시의 제조업 기능은 성남시라는 공간적 특성과 그러한 제조업 활동에 투입되는
자본, 노동력, 시장 조건, 정보 활용 능력, 경영 능력 등 다양한 요소와 함수 관계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남시의 도시 기능은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과
또 이들 업종을 실천하는 방식 즉 업태의 총합을 의미한다. 이들 업종과 업태는 개
별로서도 인지될 수 있어서 성남시의 제조업 기능, 금융 서비스업 기능, 첨단 산업
기능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들 도시의 개별 기능은 도시 면적과 인구 규모에 따
라 혹은 가용한 자본, 노동, 기술 수준, 경영 방식 등 유동적 생산 요소의 특성에 따
라 흥망성쇠를 달리한다.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서 한정된 토지에 대한 수요 경합이
심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토지 생산성을 거둘 수 있는 도시 기능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전반적인 시민들의 삶의 질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 활동
은 장려되고, 그렇지 못한 도시 활동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즉 도시 기능은 도시 발
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변하는 다른 결정 요소에 부응하지 못하는 활동은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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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 인구의 급격한 증
가는 공장 건설로 이어졌다. 성
남 제1산업단지 옛 모습(1972)

이를 대체할 다른 활동이 접목되어 늘어난 도시 인구를 부양하게 된다. 이와 같이
도시 규모에 따라 도시 기능의 변천 역시 필연적이다.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업
태를 달리할 경우 늘어난 인구를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성남
산업단지를 활용할 경우 그에 따른 생산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의 수는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경우 같은
업종이라도 생산성이 향상되어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하거나 아니면 시민 1인당 소득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도시 기능은 개별 기능끼리 상호 작용하여 대체, 보완할 수 있다. 1960년대
농업 위주의 성남 지역 사회가 1973년 시 승격으로 새로운 도시 기능을 수용할 공
간 구조를 갖게 되었고, 성남산업단지가 완공되면서 우리나라 산업화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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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지식정보 산업의 메카로
자리 잡은 판교테크노밸리
(2013)

1990년 이후 분당 신도시 건설로 인구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고도의 서비스
업 기능이 성장할 수 있었고, 21세기 들어서면서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정보∙
통신 분야 업종을 중심으로 첨단 방식이 접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성남시의 도
시 기능은 인구 증가, 도시 공간 구조의 개선, 서울특별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인접
다른 도시와의 상호 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정 산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의 중요성을 증대시
킬 수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체 산업의 발전은 종래의 산업 기능을
약화시키고 보완적인 산업의 발전은 보완 관계에 있는 다른 산업의 발전을 가속시
켜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생활 방식은 변화되게 되고
이러한 변화 추세에 적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도시는 쇠퇴하게
될 것이다. 항해술이 발전하고 해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유리한 항만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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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도시는 성장하고 그렇지 못한 도시는 상대적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새로운
산업 활동을 창출하여 쇠퇴를 만회하게 된다.
또한 인간의 산업 활동도 시대에 따라 양상을 달리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산업에
맞는 잠재력을 지닌 도시는 그렇지 못한 도시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된다. 한국
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 패턴이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고, 철강 공업이 중시되어,
산업 활동도 석유 및 정유, 제강에서 유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동남해안 지역
이 급성장하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와 같이 상호 학습 체계에서 상
황(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을 고려한) 변화에 스스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자가 조절
기능은 그 도시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인구 증가 및 감소, 기술 발달, 새로운 수요 변화, 자본, 정보, 노동력
등 유동적 생산 요소의 흐름 방향과 속도 등에 적합한 활동을 가능하게 도시를 관
리한다면 도시의 잠재력은 커질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잠재력은 떨어질 것이다.
도시의 내부와 외부 요소를 도시에 유리하도록 접목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 따라
서 성남시의 도시 역사를 설명함에 있어서 도시 기능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곧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준비 과정의 시작이다.

제2절 도시 기능의 분석 기법

1. 도시 기능 분석의 전제
도시는 유기체와 같아서 주변 여건, 시대적 상황 혹은 물리적 여건 변화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이 경제적 효율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면서 자본, 정보, 노동력, 기술 등의 이동으로 구체화되며 이
러한 생산 요소의 이동에는 공간적 이동과 산업 간 이동을 포함한다. 지연과 혈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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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조적 상황에 의해 공간 활용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공간은 이윤을 추
구하거나, 생산성을 도모하여 활용된다. 따라서 도시의 상황과 잠재력을 이용하려
는 개별 의사 결정 주체의 총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산업 활동은 과학 기술의 발
전, 산업화 단계, 지리 공간적 하부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양태를 달리한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도시의 성장에 따른 산업 활동의 변천이며 이는 각
산업별로 기능의 효율성이 인구 규모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후첸로(Fu-Chen Lo)는 도시 규모에 관한 경제 이론에서 도시 기능별 효율성 모델을 도
출하여 도시 기능이 인구 규모에 따라 각기 다른 최적 상태를 가지게 됨을 설명한
바 있다.2 즉 3차산업의 효율성은 인구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점차 증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제조업의 효율성은 인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도시에서 나타나
기 시작하여 점차 증대되다가 어느 단계가 되면 집적 불경제3의 발생으로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어떤 원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도시 기능이 인구 증가의 원인인지 아니면 인구 증가의 결과
인지는 도시마다 다르다.
효율성에 있어서 다른 산업을 능가하는 산업 활동은 도시의 구조와 성장을 주도
하게 된다. 또한 인구 규모가 작은 도시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활동이 효율성 혹은
집적 경제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서비스 중심 도시로, 그리고 제조업 활동이 가능
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혹은 제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일정 규
모 이하의 도시는 다른 산업의 상대적 잠재력이 큰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인
구 규모가 커지면서 공간 경합이 높아지면 제조업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
고, 넓은 배후지를 갖게 되어 3차산업 중심 도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
인과 결과를 반대로 전환해도 같은 도시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도시 규모의 증대에 따른 제조업 및 3차산업의 효율성을 비교하면 인구 규모에
따라 마을(village), 농촌 서비스 중심지(rural service centre), 농촌 성장 거점(rural growth
centre), 중간 규모 도시 성장 거점(intermediate-size urban growth centre) 등으로 구분될 수 있

다. 또한 국가 하위 단위로서의 지역 혹은 도시의 기능적 특성을 도∙농 간 상호 작

2 Fu-Chen Lo & Kamal Salih,“Rethinking Regional Development Policy: Transformation, of Rural-Urban Relations in

Asia.”New Dimensions of Spatial Development. 1st Part, Symposium of Regional Development Co-Sponsored by
G.S.E.S. of S.N.U. & U.N. Centre for Regional Development, 1973, pp. 20~61.
3 지나친 집적으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적인 손실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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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관점에서 찾아볼 수도 있다. 즉 대도시 지배 지역(metropolitan dominance), 도시 영향
면(urban shadow), 도∙농 균형 지역(balanced rural urban region), 농촌 지배 지역(rural
dominance) 등 네 개 유형으로 구분 가능하다. 이들 지역 혹은 도시에서의 제조업, 서

비스업, 도∙농 연결 분야 종사자 비율과 공식∙비공식 분야를 기준으로 공간 속성
이 다르게 이해된다. 즉 농촌 지배 지역에서 대도시 지배 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비율이 높아가며, 공식 분야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도시 규모와 발전 단계에 따라 3차산업의 내용과 특성도 변한다. 도시의 매력과 3
차산업의 진화는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정보 문화 및 업무 관리 기능, 여가 기능, 축
제적, 인간 접촉적 기능이 증대하며 상대적으로 상품 구매, 주거, 자연환경 접촉적
기능이 줄어드는 측면에서도 발견된다. 또한 도시 기능은 시대성을 띠고 있기 때문
에 시대적 상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천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도시를 구성
하고 있는 개별 도시 기능은 도시 성장 과정 및 인구 크기에 따라 그 효율성을 달리
하여 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성장함에 따라 산업 활동의 양상은 변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의 도약 단계에서 지배적인 산업 활동 1차산업이었으나 19
세기 후반 2차산업의 성장으로 도시화는 발전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들 제조업 활
동이 1차산업을 능가하게 되었다. 20세기로 들어서면서 2차산업이 차지하고 있던
노동력 구성비는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3차산업의 구성비는 급격히 증가하여 도
시 기능을 주도하게 되었다. 결국 도시화의 완성 단계에서는 지배적인 3차산업의
성장과 제조업 및 1차산업의 상대적인 쇠퇴로 도시 기능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도시가 그 인구 규모에 상응하는 도시 기능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도시는 그 주변 지역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중심지 혹은 결절結
節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중심지 기능은 도시의 인구 규모, 배후 지역의 크기에 따

라 그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도시 기능을 이해하려 할 때 도시의 인구 규모는 중
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 기능은 인구 규
모와 상응하여 증대되거나 확대되는데 인구 10만의 도시와 인구 100만의 도시가 공
급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준과 질은 다르다.
전국 혹은 도시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할 때 도시 규모와 개별 도시 인구 규모별
중심지 기능을 비교하게 되면 개별 도시에서의 도시 기능 건전도를 가늠할 수 있
다. 다음 그래프의 횡축은 도시 인구 규모를, 종축은 중심지 기능으로서 도시에서
공급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준을 나타낸다. 도시 인구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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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지 기능이 직선 α와 같이 고도화되고 있는 국가의 도시 규모 분포 상황을 가정
할 때 인구 규모가 a인 도시에서 공급 가능한 재화 및 서비스의 수준이 A라면 전국
평균 중심지 기능 고도화 추세인 α에 미달하기 때문에 인구 규모 a인 도시의 중심
지 기능이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인구 규모가 b인 도시에서 공급 가능한 재
화 및 서비스의 수준이 B라면 중심지 기능이 전국 평균에 비해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남시의 인구 증가 추세와 도시 기능 변천 과정을 분석하게 되면
도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편리하다.

도시 기능의 건전도 판별 좌표

물론 전국 도시별 평균 중심지 기능의 고도화 추세가 직선 α로 나타나지 않고 완
만한 포물선을 그리며 인구 규모 증가에 대해 중심지 기능의 한계 성장률이 0 이상
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도시마다 서로 다른 공간적 특성(위치 및 인
접 도시와의 상호 작용)을 지니고 있어서 전국 평균값을 나타내는 α궤적의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도시 기능의 건전도는 인구 규모에 상응한 도시 기능의 유∙무만
을 나타낼 뿐 도시 기능의 특화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a수준의
인구 규모 도시에서 A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도시 기능이 같은 도시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다른 도시 기능으로 대체되고 있다면 이 역시 도시 기능의
고도화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성남시가 인구 규모에 못 미치는 제조업 기능을
보여주고 있더라도 다른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제조업 기능을 보완하고도 남는다
면 그러한 성남시 도시 기능 상황을 건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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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기능의 측정 방법
도시 기능은 도시가 보여주는 일반적 특성이나 도시 이미지에 의해 정성적定性的
으로 분류될 수 있고, 도시에서의 산업 활동을 지표로 하여 정량적定量的으로 분석
될 수도 있다. 도시 기능의 정량적 분석은 주로 도시별 특화 산업을 도출하기 위한
입지계수를 산출하거나 혹은 산업 활동별 표준편차를 이용한 분포 범위를 도출하
거나 또는 도시 안에서의 인간 활동과 관련한 여러 지표를 요인 분석을 통해 접근
하는 다변량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접근되고 있고, 도시 기능의 정성적 분류는 주
로 도시 탄생 배경이 되는 역사성에 근거하여 접근되고 있다.

1) 입지계수 분석을 통한 도시 기능 변화
입지계수(LQ : location quotient)는 어떤 지역의 산업에 대해 전국의 동일 산업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그 산업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나타낸
지수다. 이 지수를 이용하면 한 지역의 특화 산업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
입지계수는 본래 도시 활동 중 기반 부문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나 한나라
모든 도시의 모든 산업에 대해 도출할 경우 각 도시마다 도시 발전을 주도하고 있
는 산업 부문을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도시 기능 연구에 원용된다. 포우
날(Pownall)은 1953년 입지계수를 사용하여 뉴질랜드의 도시 기능을 연구한 바 있으
며, 미국의 국가자원계획국(U. S. National Resources Planning Board, N.R.P.B)은 1940년대 미
국 모든 지역에 걸쳐 각 제조업별로 입지상을 계산한 바 있다.
또한 몰스(Morse), 매써(Mathur), 스와미(Swamy) 등은 1954년에 미국의 도시 인구 규
모에 따라 산업별 입지계수를 산출한 바 있다. 입지계수에 사용되는 지표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즉 특정 산업에 대한 시장의 지리적 분포에 관심을
가질 경우 소득을 지표로 하고, 전반적인 제조업에 있어서의 노동 생산성의 상대적
인 지역 할당에 관심을 가질 경우 부가가치를 지표로 한다. 복지 조건에 관심이 있
을 경우에는 인구의 산업별 분포가 보다 합리적인 지표가 될 것이며, 산업별 입지
성향과 관련한 가정을 검증하거나, 지역의 특정 영향력을 판별하거나 특정 산업의
지리적 연계를 연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별 종사자수가 합리적인 지표가 된다.
특히 한나라의 전체 도시에 대하여 6개 도시 산업별로 도시 기반 활동을 판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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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할 때 산업별 종사자수를 지표로 다음 산식에 의해 입지계수(LQ)가 도출된다. j도
eij pi
시의 i도시 산업별 입지계수 LQij는 [ LQij = / ] 로 표현되며, 이때 P는 전국 인
Ei P
구를, pj는 j도시 인구를 Ei는 i산업의 전국 종사자수를 eij 는 j도시 산업 종사자수를
각각 나타낸다. 이러한 산식에 의해 특정 도시의 특정 산업이 전국 평균적 분포를
보일 경우 그러한 산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을 것이
고, 전국 평균 분포를 크게 상회할 경우 특정 도시의 특화를 가늠할 수 있다.

2) 표준편차에 의한 도시 기능 변화 분석
표준편차에 의한 도시 기능 분류는 1955년에 넬슨(Nelson)이 미국 도시의 서비스
산업에 대해 사용하였던 방법4으로 미국 도시 전체에 대한 개별 서비스업 종사자의
평균과 각 도시별로 나타나는 개별 서비스업의 도시 인구에 대한 종사자비에서 표
준편차를 구해 지배적인 서비스 기능을 판별하는 방법이다. 즉 전체 도시의 평균(M)
이상이 되는 도시를 표준편차 범위(SD)별로 M+1SD, M+2SD, M+3SD로 구분하여 해
당 서비스업 기능이 특화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넬슨은 금융, 보험, 부동산(F),
제조업(Mf), 행정(Pb), 개인 서비스업(Ps), 다변화(D), 도매업(W), 소매업(R) 기능별로 각
도시의 특화 정도를 평균 이상 1SD(표준편차), 2SD, 3SD별로 분류하였다. 즉 특정 도
시의 특정 산업 종사자수가 전국 평균 산업별 종사자수를 표준편차 3배수에 들었다
면 특화 정도가 큰 것이고, 평균에 미달할 경우 오히려 그러한 서비스 기능을 인접
다른 도시에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4 Nelson, Howard J.,“A Service Classification of American Cities”
, Economic Geography, Vol. 31, No. 3(July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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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성남시 도시 기능의 변천 과정

1. 2000년대 이전 전국 대비 성남시 도시 기능 수준
[표 1]은 성남시가 출범하기 전인 1960년 전국을 기준으로 도시 산업별 입지계수
가 1을 상회하여 특화되어 있는 도시의 특화 정도를 강(LQ ≥ 2.0), 중(1.5≤ LQ〈2.0), 약
(1.0≤ LQ〈1.5)으로 구분한 것이다. 당시 제조업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청주, 수원,

군산, 진주, 부천, 충무, 안양에서 강하게 특화되어 있었고, 서울, 광주, 전주, 마산,
목포, 충주, 이리, 천안, 김천, 속초 등도 제조업 도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전기∙
가스, 수도 사업은 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특화되어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마산, 청

[표 1] 산업별 특화 도시(1960)
특화 정도

구분

중(1.5≤ LQ
〈2.0)

강(2.0 ≤ LQ)

제조업 특화 도시

여수, 춘천, 원주, 울산, 경주,
순천, 동해, 포항, 강릉, 안동,
의정부, 삼천포, 제천, 영주

약(1.0≤ LQ
〈1.5)

서울, 광주, 전주, 마산, 목포,
충주, 이리, 천안, 김천, 속초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청주,
수원, 군산, 진주, 부천, 충무,
안양

전기∙가스, 수도
사업 특화 도시

광주, 전주, 진주, 순천, 충주,
제주, 동해, 진해, 이리, 포항,
안동, 의정부, 김천, 충무

대구, 목포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마산,
청주, 수원, 군산, 춘천, 원주,
천안, 강릉, 부천, 안양

건설업 특화 도시

광주, 마산, 목포, 군산, 여수,
원주, 울산, 경주, 순천, 이리,
안동, 김천, 충무, 속초

부산, 인천, 진주, 춘천, 충주,
제주, 천안, 포항, 강릉, 안양

서울, 대구, 대전, 청주, 수원,
진해, 의정부, 부천

상업 특화 도시

진주, 순천, 동해, 진해, 제주,
강릉, 안양

인천, 광주, 전주, 마산, 수원,
군산, 울산, 경주, 충주, 이리,
천안, 포항, 삼천포, 속초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목포,
청주, 여수, 춘천, 원주, 안동,
의정부, 김천, 부천, 충무, 제
천, 영주

운수, 통신, 창고업
특화 도시

대구, 울산, 경주, 안양

서울, 광주, 전주, 진주, 충주,
제주, 충무

부산, 인천, 대전, 마산, 목포,
청주, 수원, 군산, 여수, 춘천,
원주, 순천, 동해, 이리, 천안,
포항, 강릉, 안동, 의정부, 김
천, 부천, 속초, 제천, 영주

서비스업 특화 도시

경주, 충주, 제주, 동해, 천안,
강릉, 김천, 삼천포, 제천, 안양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전주,
마산, 목포, 수원, 군산, 여수,
진주, 순천, 이리, 포항, 안동,
충무, 영주

서울, 대전, 청주, 춘천, 원주,
진해, 의정부, 부천

비고 : 1960년 당시 시(市)가 아닌 도시는 1980년 현재 시역으로 환산하여 자료 추정.
출전 : 통계청,『주택 및 인구센서스』,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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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수원, 군산, 춘천, 원주, 천안, 부천, 안양, 대구, 목포, 강릉에서 입지계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건설업 역시 대도시에서 특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1960년 당시에는
모든 도시에서 도시 산업이 특화되어 있어서 서울 등 대도시의 도시 산업별 입지계
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시 상대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경
제 활동이 명확하게 구분되었음을 의미한다.
[표 2]는 [표 1]과 같은 방식으로 1980년 전국 기준 도시 산업별 입지계수가 1을 상
회하여 특화되어 있는 정도를 강, 중, 약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1960년과 다른 점
은 대체로 1980년 도시 산업별 입지계수가 낮아지고 있어서 산업별 특화 정도가 강
혹은 중으로 나타나는 도시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가
도시 주변으로 확산되어 도∙농 간 경제 활동 여건 차이가 좁혀졌음을 의미한다.

[표 2] 산업별 특화 도시(1980)
특화 정도

구분
약(1.0≤ LQ
〈1.5)

중(1.5≤ LQ
〈2.0)

강(2.0 ≤ LQ)

제조업 특화 도시

서울, 대전, 청주, 진주, 군산,
이리, 의정부, 천안

부산, 대구, 인천, 성남, 수원,
포항

울산, 마산, 안양, 부천, 창원,
구미

전기∙가스, 수도
사업 특화 도시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청주, 목포, 춘천, 창원,
안동, 제천, 영주, 삼천포

마산, 제주, 여수, 경주, 순천

울산, 군산, 강릉

건설업 특화 도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마산, 수원, 안양, 목포,
부천, 진주, 여수, 이리, 의정
부, 경주, 천안, 순천, 안동,
제천, 영주, 김천, 속초

대전, 전주, 청주, 제주, 군산,
춘천, 원주, 강릉, 창원, 동해

성남, 포항, 충주

상업 특화 도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마산, 성남, 전주, 수원, 안양,
청주, 목포, 부천, 진주, 포항,
제주, 군산, 여수, 춘천, 이리,
원주, 의정부, 경주, 천안, 강
릉, 순천, 충주, 안동, 제천,
영주, 김천, 속초

서울, 충무

운수, 통신, 창고업
특화 도시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주, 수원, 안양, 청주,
목포, 진주, 군산, 여수, 춘천,
이리, 원주, 경주, 천안, 충무,
진해, 동해, 안동, 충무, 속초

부산, 포항, 의정부, 순천, 제
천, 영주, 김천

서비스업 특화 도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마산,
수원, 안양, 목포, 진주, 군산,
여수, 춘천, 이리, 의정부, 경
주, 천안, 강릉, 순천, 충주,
진해, 영주, 충무, 김천, 속초

광주, 전주, 청주, 제주, 원주,
안동

-

제주, 강릉

-

출전 : 통계청,『주택 및 인구센서스』,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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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 의하면 울산, 마산, 안양, 부천, 창원, 구미, 부산, 대구, 인천, 성남, 수원,
포항이 제조업 도시 특성을 띠고 있고, 건설업은 성남, 포항, 충주, 대전, 전주, 청
주, 제주, 군산, 춘천, 원주, 강릉, 창원, 동해에서 특화되어 있다. 즉 성남은 1980년
성남산업단지의 가동으로 제조업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산업화 시대의 도시 확장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성남은 1980년 도시 확장 단계에서 건
설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상업은 서울과 충무에서, 운수, 통신, 창고업은 제주,
강릉, 부산, 포항, 의정부, 순천, 제천, 영주, 김천에서 비교적 특화되어 있다. 서비
스업은 대체로 지방 거점 도시인 광주, 전주, 청주, 제주, 원주, 안동 등에서 특화되
어 있어 당시 서비스권역 규모를 짐작케 해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당시 성남시는
운수, 통신, 창고업과 서비스업의 상당 부분을 인접 서울시에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20년간 인구 성장률이 컸던 성남, 안양, 울산, 구미, 부천, 포항 등의 도
시에서 1980년 서비스업의 입지계수가 작게 나타나고 있음은 도시 발달 단계와 제
조업 기능 및 서비스 기능의 관계를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도시 성장의
초기 단계와 가속 단계에서는 제조업 기능의 역할이 중요시되며 성숙 단계에서 서
비스업의 기능이 보강되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도시 성장
의 잠재력으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입지계수 분석
은 도시마다 소비 성향이나 노동 생산성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가능한 것이어서
현실적으로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산업 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는 도시 성장이나 인구 규모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1980년에는 1960년에 비해 도시 체계상에 서비스업 입지계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고는 있으나 도시 간 격차에 있어서는 안정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고도 경제 성장에 힘입어 도시에서의 비공식 서비
스업 종사자가 공식 분야로 흡수된 데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한국에 있어서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도시화는 1950년대와는 달리 비공식 분야의 종사자가 점차
공식 분야로 흡수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서비스업 및 상업, 건설업의 입지계수가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시는 중심지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전국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모든 도
시에서의 도시 산업별 입지계수는 높게 나타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도시 간 특화된
도시 기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전체 도시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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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을 기준으로 하여 입지계수를 도출하고 그에 따라 도시 간 우열을 비교하는 게
더 의미 있다. {표 3]과 [표 4]는 각각 1990년과 1995년 전체 도시를 기준으로 도출한
도시 산업별 입지계수의 특화 정도를 나타낸다.
[표 3] 산업별 특화 도시(1990)
특화 정도

구분
약(1.0≤ LQ
〈1.5)

중(1.5≤ LQ
〈2.0)

강(2.0 ≤ LQ)

제조업 특화 도시

부산, 대구, 수원, 안양, 동두
천, 시흥, 마산

인천, 부천, 미금, 의왕, 청주,
이리, 동광양, 포항, 경산, 김해

안산, 오산, 군포, 여천, 구미,
창원, 울산, 장승포

전기∙가스, 수도
사업 특화 도시

광주, 수원, 동두천, 평택, 춘
천, 원주, 공주, 온양, 서산,
전주, 이리, 정주, 포항, 김천,
영주, 점촌, 경산, 진해

안산, 동해, 남원, 김제, 순천,
나주, 구미, 울산, 진주, 충무

시흥, 의왕, 강릉, 태백, 삼척,
청주, 제천, 군산, 여천, 안동,
제주, 상주, 창원, 마산

건설업 특화 도시

춘천, 정주, 남원, 목포, 여수,
제주

서울, 평택, 제천, 전주

충주, 동광양, 포항, 구미, 경산

도∙소매 및 음식∙
숙박업 특화 도시

원주, 이리, 경주, 서귀포

서울, 제주

운수, 창고, 통신업
특화 도시

서울, 부산, 대전, 의정부, 춘
천, 원주, 강릉, 속초, 청주,
전주, 김제, 목포, 여수, 포항,
안동, 밀양

동해

진주, 제주

서울

여천, 동광양

금융∙보험 및
용역업

비고 : 입지계수는 전국 기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 기준임.
출전 : 내무부,『한국도시연감』,1991.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1990년 전기∙가스, 수도 사업이 강하게 특화된 도시는
시흥, 의왕, 강릉, 태백, 삼척, 청주, 제천, 군산, 영천, 여천, 안동, 제주, 상주, 창원,
마산이고, 건설업은 충주, 동광양, 포항, 구미, 경산에서 강하게 특화되어 있으며,
서울, 평택, 제천, 전주에서도 특화되어 있다. 도∙소매업 및 음식∙숙박업은 대체
로 관광 도시에서 특화되어 있는데 서울과 제주에서 비교적 크게 특화되어 있고,
경주, 서귀포, 이리, 원주에서도 어느 정도 특화되어 있다. 또한 금융∙보험 및 부동
산 임대업은 서울, 여천, 동광양에서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은 이미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도시 기능이
도입되지 못한 채, 서울의 도시 기능에 의존하는 소비 도시로 전락하고 있었다. [표
4]는 1995년 산업별 입지계수에서 도시 기능의 특화 정도를 도출한 것이다. 1995년
제조업은 안산, 시흥, 구미, 경산, 창원, 거제, 울산, 여천, 아산, 김해, 오산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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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특화되어 있고, 도∙소매와 소비자용품 판매업은 단연 서울에서 특화되어 있
다. 음식∙숙박업은 1990년도와 마찬가지로 관광 휴양 도시인 제주, 서귀포, 속초,
아산 등에서, 금융 및 보험업은 서울과 제주에서, 부동산 임대업 및 사업 서비스업
은 서울 등에서 크게 특화되어 있고,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기능은 정부 기관
이나 군사 도시 등에서,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은 대체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도
시에서 크게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성남은 단지 공간 제약이 큰 전기∙가스, 수도 사업이 전국 평균을 약간 상
회할 뿐 다른 도시 기능이 전국 평균 수준을 밑돌아 단순한 소비 도시의 특성을 보
여주고 있다. 이는 분당 신도시의 입주로 인구는 늘어난 반면 이들 인구 비례로 상

[표 4] 산업별 특화 도시(1995)
구분

특화 정도
약(1.0
〈Q
〈1.5)

중(1.5≤ LQ
〈2.0)

강(2.0 ≤ LQ)

제조업 특화 도시

서울, 대구, 인천, 수원, 안양,
부천, 평택, 군포, 의왕, 천안,
광양, 영천, 마산

오산, 아산, 여천, 울산, 김해

안산, 시흥, 구미, 경산, 창원,
거제

전기∙가스, 수도 사업
특화 도시

부산, 인천, 대전, 수원, 성남,
삼척, 아산, 순천, 김천, 문경,
창원, 울산, 밀양

평택, 동해, 군산, 익산, 안
동, 구미, 마산, 김해

과천, 의왕, 하남, 춘천, 강
릉, 태백, 제천, 보령, 여천,
경주, 제주

건설업 특화 도시

대구, 대전, 원주, 동해, 삼척,
보령, 전주, 안동, 창원, 제주

서울, 광양, 포항, 경산

여천

도∙소매, 소비자 용품
판매업 특화 도시

대전, 원주, 동해, 속초, 여수,
마산, 진주, 제주, 서귀포

서울

음식∙숙박업
특화 도시

서울, 부산, 대전, 수원, 의정
부, 평택, 동두천, 과천, 구리,
오산, 강릉, 동해, 태백, 삼척,
공주, 보령, 전주, 군산, 남원,
목포, 여수, 순천, 여천, 광양,
경주, 울산, 마산, 진주, 진해,
통영, 사천, 거제

춘천, 원주, 아산

속초, 제주, 서귀포

운수, 창고, 통신업 특화
도시

서울, 부산, 동두천, 춘천, 원
주, 태백, 전주, 목포, 여수,
순천, 여천

동해, 광양, 영주, 마산

제주

금융 및 보험업
특화 도시

춘천, 강릉, 속초, 전주, 목포,
여수, 순천, 마산, 진주, 서귀포

서울, 제주

공공 행정∙국방∙
사회보장 기능
특화 도시

서울, 대전, 수원, 의정부, 평
택, 동두천, 원주, 천안, 서산,
전주, 정읍, 김제, 목포, 여수,
순천, 광양, 경주, 안동, 영주,
영천, 문경, 창원, 마산, 진주,
사천, 밀양, 거제

의왕, 강릉, 동해, 삼척, 공
주, 보령, 군산, 나주, 김천,
상주, 통영

비고 : 입지계수는 전국 기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 기준임.
출전 : 내무부,『한국도시연감』,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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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오산, 춘천, 태백, 속
초, 남원, 제주, 서귀포

응한 경제 활동 기반이 구축되지 못한데 기인한다.
다른 한편 넬슨의 방식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각 경제 활동 종사자비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의한 도시 기능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여기에서는 1960년, 1980년
및 1990년 6개 도시 산업별로 40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여 전국 도시의 각 산업별 종
사자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해 특화 정도의 기준으로 삼았다.
[표 5] 도시의 인구 규모 대비 도시 산업 고용자비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도
1960

1980

1990

구분

제조업

전기∙가스,
수도

건설업

상업

단위 : %

운수, 창고,
통신

서비스업

평균

4.27

0.15

1.11

4.86

1.39

8.15

표준편차

1.53

0.09

0.27

3.10

0.88

3.63

10.59

0.12

2.44

8.68

2.02

4.72

표준편차

2.32

0.09

0.57

4.36

0.34

0.58

평균

7.20

0.13

0.71

0.57

1.12

0.83

표준편차

7.74

0.13

1.76

0.45

0.53

0.81

평균

비고 : 1990년 상업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서비스업은 금융, 보험 및 용역업을 나타냄.
출전 : 내무부,『한국도시연감』,각 연도.

제조업(M), 전기∙가스∙수도 사업(E), 건설업(Ct), 상업(Cm), 운수∙통신∙창고업
(T), 서비스업(S)별 각 도시의 특화 기능은 [표 6]과 같다. 이들 특화 기능의 변화 추세

를 도시 성장률과 비교해 보면 안양, 울산, 구미, 부천, 창원, 수원 등 성장률이 큰 도
시가 대체로 제조업 기능에서 특화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 성장 잠재력으로서의
제조업 역할을 말해 주고 있다. 한편 대구는 6개 도시 산업 전반에 걸쳐 특화되어
있어 내륙 중심 도시로서의 역할을 나타내주고 있으나 1990년에는 제조업, 서비스
업에서만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교적 배후 지역이 넓은 도시일수
록 서비스 기능이 특화되게 되며, 1960년에 비해 1980년에, 그리고 1980년에 비해
1990년에 도시 산업별 특화 정도가 고르게 형성되고 있음은 공간 통합의 발전적 현
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표준편차를 이용한 도시 기능 분석은 변수들이 정
규 분포를 이루지 않을 때 해석에 어려운 점이 있긴 하지만 공간 구조적인 측면에
서 특정 도시 기능의 상대적인 특화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계열적時系
�的인 분석을 통해 도시 체계의 변화 방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표 6]에 의하면 성남시는 1980년 도시 성장 단계에서 포항, 충주시와 함께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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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화 정도가 가장 컸고(3SD 수준), 제조업 특화도 부산시와 인천시 수준으로 특화
되어 있었다. 하지만 1990년 성남시의 도시 기능은 1SD 수준을 기록한 상업을 제외
하고는 다른 도시에 비해 특화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성남시는 분당 신도시 건
설로 증가한 인구에 상응한 각 분야별 경제 활동이 동반 성장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성남시에 건설된 신도시는 소위 침상 도시(bed town) 특성을 보여 도시 전
체적으로 기반 시설의 약화를 초래한 셈이다.
[표 6] 성남시와 주요 도시별 특화 기능
구분

1960

1980

1SD

2SD

서울

E.Cm.S

Ct

E.S.Ct.Cm

부산

M.Cm.T

대구

Cm

M

Cm.M

인천

E

T

E.T

도시명

3SD

1SD

M.E.T.Cm

Ct.S

E

E

성남

수원
안양

E

목포

Cm.T

부천

Cm.S

M.Ct.S.Cm.T

M

T

Ct

S

E
Ct

춘천

T.S

E.Ct

이리

T

Ct

Cm

원주

E.S
Cm

Ct
Ct.S

경주
E.T

M

M

Ct.T.S

M
M.E.Ct.S

T

Ct.Cm.T

S

S.Ct

M
E.Cm

T

Ct

M.Ct.Cm.S

T

T

Ct.S

E

E

E.Cm.S

S

Ct.Cm.S

T

M.T.S

Cm

T.S

Cm

Cm.T

Ct.T.S

S

T.Cm.S

Cm.T

E.T.S

T

Ct

3SD

M.Ct.Cm.S

E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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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m.S

M

M.T

천안

E.Cm.T.S

M

M

M.T

여수

374

S

T.Co

제주
군산

M.E

S

M

Ct

2SD

Cm.T

T

진주
포항

M.S
M

M

청주

M.T.S

Cm.T.S

Ct
T

T
S

S

M

전주

1SD

M

울산
마산

3SD

Cm
M

광주
대전

2SD

1990

Cm

구분

1960
2SD

1SD

2SD

3SD

1SD

2SD

E

Ct

S

E.T

E.S

Cm.T

순천

T

E.S.T
Ct

Ct.T

M

E

M

E.Ct

충주

3SD

1990

강릉

도시명

1SD

1980

E

T

진해

S

3SD

S

창원

Ct

구미
동해

T

Ct.T

안동

T

T

제천

T

E

영주

Cm.T

E.Ct.S.Cm

충무

M.Cm

Cm

E.S

김천

Cm

T.S

E.T

속초

T

S

Cm.T

M
M

E
S

T

E.Cm.T
T

E.T

Ct

T

삼천포

비고 : 1990년 상업(Cm)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서비스업(S)은 금융, 보험 및 용역업을 나타냄.
출전 : 내무부,『한국도시연감』,각 연도.

2. 2000년 이후 자족적 도시 기능의 성장
인구 규모에 의한 양적 성장을 거듭하던 성남시는 2000년 이후 도시의 질적인 측
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판교 신도시의 성격에 대한 오랜 논의 끝에 판교
신도시는 단순한 침상 도시가 아니라 자족 기능을 포함하게 되었다. 판교테크노밸
리, 서현역과 정자역, 그리고 새로운 신분당선 부분 개통으로 인한 주변 역세권들의
고도 상업 기능 및 서비스 기능 정착이 그러했다. 그러나 이들 새로운 도시 기능 도
입은 주로 업종만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업태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아직까지도
도시 기능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 도구는 초보적 단계에 머물고 있어
서 이들 새로운 성남시 도시 기능을 다른 도시와 비교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표 7]은 2000년 전국, 경기도, 그리고 성남시와 유사한 위치 및 인구 규모를 지니
고 있는 수원, 안양 및 부천시와의 제조업 특화 정도를 업체수, 종사자수 및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생산성은 각 비교 도시의 제조업
활동의 질적인 측면을 설명하는데 편리한 도구이다. 표에서는 비교 대상 도시별 제
조업 기능의 질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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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것이다. 제조업체 규모는 전국적으로 1개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가 45.2명인
데, 경기도는 41.7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제조업체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제조업 종사자수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5.009%, 경기도
7.319%, 성남시 2.737%, 수원시 4.499%, 안양시 4.898%, 부천시 6.954%로 성남시는
이미 극심한 제조업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7] 성남시와 주요 도시의 제조업 기능 건전도
인구 및 인구 대비 비율

단위 : 명∙%∙개, 2000년 현재

제조업 업체수, 종사자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인구

제조업 비율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부가가치
생산액
(백만원)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천원)

전국

46,136,101

5.009

51,148

2,310,905

45.2

205,186,625

88,791

경기

8,984,134

7.319

15,771

657,520

41.7

60,139,384

91,464

성남

914,590

2.737

582

25,034

43.0

1,583,376

63,249

구분

수원

946,704

4.499

488

42,591

87.3

7,348,280

172,531

안양

580,544

4.898

705

28,434

40.3

2,339,936

82,294

부천

761,389

6.954

1,794

52,949

29.5

3,321,583

62,732

비고 : 단, 인구는 2000년 센서스 자료임.
출전 : 고용노동부,『고용연감』,2001.

또한 성남시는 비교 대상 다른 도시보다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이
낮아 성남시 제조업의 업태가 낙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수원시 제조업 종사자 1
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1억 7253만 1000원인데 반해 안양시의 제조업 1인당 부가
가치 생산액은 8229만 4000원이고, 성남시는 6324만 9000원에 불과하여 전국 8879
만 1000원, 경기도 9146만 4000원에 크게 미달한다.
한편 [표 8]은 2005년 전국, 경기도 및 수도권 주요 4개 도시의 제조업 기능을 보여
준다. 2000년 대비 2005년에는 전국에서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5.009%에서 5.168%
로 상승했는데, 성남시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2.737%에서 2.789%로 소폭 상승하였
다. 전국 1개 업체당 종업원수는 2000년 45.2명에서 2005년 42.7명으로 감소하였는
데, 수원시만이 87.3명에서 93.4명으로 상승하였다. 성남시도 2000년 제조업 1개 업
체당 종업원수가 43.0명이었는데, 2005년 37.9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제조업체수 증가율에 비해 종사자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인데, 삼성
전자의 후방 연관 기업들이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수원시를 제외하고 경기도
전체, 성남, 안양, 부천시에서 제조업 1개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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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2005년 종업원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은 전국 평균이 1억 1916만
9000원인데, 경기도와 성남, 수원, 안양, 부천시는 모두 전국 평균 수준에 미달하고,
성남시는 2005년 종업원 1인당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액이 2000년보다 상승한 7907
만 3000원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경우에는 2000년 제조업 종사자 1
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인 1억 7253만 1000원 수준에서 2005년 4549만 4000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보다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성남시의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
가가치 생산액은 경기도 평균 1억 436만 3000원, 전국 평균 1억 1916만 9000원에는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표 8] 성남시와 주요 도시의 제조업 기능 건전도
인구 및 인구 대비 비율

단위 : 명∙%∙개, 2005년 현재

제조업 업체수, 종사자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구분
인구

제조업 비율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부가가치
생산액
(백만원)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천원)

전국

47,278,951

5.168

57,198

2,443,197

42.7

291,152,665

119,169

경기

10,415,399

7.338

19,849

764,318

38.5

79,766,822

104,363

성남

934,984

2.789

688

26,080

37.9

2,062,222

79,073

수원

1,044,113

4.239

474

44,263

93.4

2,013,702

45,494

안양

612,423

4.052

684

24,817

36.3

1,975,670

79,610

부천

838,801

5.531

1,660

46,394

27.9

2,814,294

60,661

비고 : 단, 인구는 2005년 센서스 자료임.
출전 : 고용노동부,『고용연감』,2006.

[표 9] 성남시와 주요 도시의 제조업 기능 건전도
인구 및 인구 대비 비율

단위 : 명∙%∙개, 2011년 현재

제조업 업체수, 종사자수,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인구

제조업 비율

업체수

종사자수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

부가가치
생산액
(백만원)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천원)

전국

48,580,293

5.547

63,047

2,694,782

42.7

480,203,387

151,479

경기

11,379,459

7.116

21,838

809,745

37.1

122,185,384

150,894

구분

성남

949,964

2.786

844

26,463

31.4

2,813,169

106,306

수원

1,071,913

3.697

501

39,627

79.1

4,357,957

109,974

안양

602,122

3.729

728

22,453

30.8

2,051,210

91,356

부천

853,039

4.988

1,637

42,552

26.0

3,529,778

82,952

비고 : 단, 인구는 2010년 센서스 자료임.
출전 : 고용노동부,『고용연감』,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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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1년 전국, 경기도, 성남, 수원, 안양 및 부천시의 제조업 기능 건전도는
다음 [표 9]와 같다. 성남시의 제조업체수는 2005년 688개에서 2011년 844개로 늘어
났으나 1개 업체당 종사자수는 2005년 37.9명에서 2011년 31.4명으로 크게 감소하
였다. 또한 성남시 제조업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전국의 1억 5147만
9000원, 경기도 평균의 1억 5089만 4000원에 크게 미달하는 1억 630만 6000원 수준
에 머물렀다. 그러나 안양시의 9135만 6000원, 부천시의 8295만 2000원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이상과 같이 성남시의 도시 기능은 제조업의 공동화, 서비스 산업의 성장, 판교테
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업태의 성장으로 요약된다. 특히 2012년 1/4분기
경제 활동 동향 조사에 의하면 수원, 안양 및 부천시에 비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더욱 심해졌고, 대신 도∙소매, 음식∙숙박업과 전기, 운수, 통신, 금융업 기능이 비
교 가능한 다른 도시에 비해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4절 성남시 도시 기능의 발전 방향

1. 성남시 산업 구조 조정상의 문제점
앞 절에서 논의한 성남시의 도시 기능 변화 추이는 성남시의 공간 위상과 관련하
여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도시 기능은 도시 내부의 수요만을 대상으
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도시와의 산업 유형별 상호 작용 관점에서 접근되어
야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과 관련한 도시 기능은 대체로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특
히 제조업과 같은 기반 활동은 도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서 이 분야의 공동
화보다는 업태의 고도화高度化를 통해 부가가치 생산을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
한 관점에서 성남시 도시 기능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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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성남시의 도시 기능은 수도권의 남동부 중핵 지역이라는 입지적 비교 우위
를 전혀 살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수도권은 쇄신(innovation) 발생의 기점이며,
새로운 정보를 외국으로부터 제일 먼저 받아들이는 쇄신의 전파 경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 지역이 부분적으로는 탈공업화되면서도 구조적으로는 미래형 첨단 산
업의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성남은 그러한 공업의 재구조화(restructuring)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비교 열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2010년 이후 판교를 중심으로
첨단 정보통신 산업의 입지가 두드러져서 귀추가 주목된다.
둘째, 서울과 인접해 있어서 고부가가치의 서비스 기능을 거대 도시 서울에 의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성남은 서울과 같은 생활권, 통근권, 문화권에 있으면서도
공간 기능을 분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인구 약
100만 명의 성남이 서울과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경제권, 생활권, 문화권, 통근권을
형성했더라면 고도의 자족 기능은 강화되고 저급의 공간 기능을 주변 지역에 입지
하도록 하여 이들 저급의 공간 기능을 지원하는 체제로 변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울산광역시, 전주시, 청주시의 도시 기능 특성에서 그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성남시는 수도 서울과의 관계에서 근린 효과(neighborhood effect)를 누리지 못
하면서 공간적으로 종속당하고 있는 셈이다.
셋째, 양질의 생산 요소를 확보하고만 있지 이러한 생산 요소의 결합 방식이나 조
직화에 있어서는 뒤쳐져 있다는 점이다. 양질의 생산 요소를 유인하는 일도 중요하
지만 이들 생산 요소들의 상호 작용을 유도하고 조정할 수 있는‘기업 문화’에 대한
인식은 더 중요하다. 이러한 기업 문화의 올바른 정착은 기업인만의 책임이 아니
다. 지역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자 또 권리이기도 하다. 약자일수록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풍토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성남시는 지역 사회 인식을
고취하고,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일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넷째, 성남 내부에서의 정착화 경제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통상 인구
규모가 늘어나면 그곳에서의 경제 활동은 집적 효과를 통해 더욱 활발해지기 마련
이다. 여기에 서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모여 전∙후방으로 연계되면 생산 공정
에서 외부 거래 비용이 감소하고 특정 시장을 형성하여 그에 관한 정보 생산 능력
이 제고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 활동에 적합한 기업 환경을 유도해 낼 수 있다.
이를 통상 특정 경제 활동에 유리한 정착화 경제(localization economies)라고 하며, 이의
형성을 통해 도시는 인구 규모를 능가하는 고도의 공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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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지식정보 업체들이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본격
입주하면서 성남시는 기초자
치단체 최초로 벤처 기업 1000
개를 넘어섰고, 산업 구조도 변
화하고 있다.

런 점에서 본다면 성남은 특화된 도시 기능이 없다. 즉 특정 활동에 대해 특히 유리
한 여건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여 그와 관련한 전∙후방 연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
다.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도시 활력을 찾기 어렵다.
다섯째, 성남에는 대기업, 특히 많은 후방 연관 기업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 체계
기업(planning system firm)이 없고, 또 입지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이다. 계획 체계 기업
은 그들 활동에 필요한 많은 부분 공정을 외부화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의
경제 공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경제 공간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있어서,
계획 체계 기업이 입지한 도시로 하여금 커다란 배후권을 확보하게 하여 고도의 도
시 기능을 유치할 수 있게 해준다. 지역 경제의 안정 기조가 중소기업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면 지역 경제의 성장 기조는 계획 체계 기업, 즉 거대 기업의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계획 체계 기업은‘의사 결정’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대
기업 활동을 유치하는데 한계를 안고 있는 성남으로서는 이러한 주기능을 수행하
는 기업 본사(HQ)를 가능한 많이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남시는 불리한 여건으로 크게 제약을 받으면서도 유리한 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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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고 있지 못해 도시 기능 재편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어 보이고 있
다. 이러한 성남시 도시 기능의 문제점은 향후 도시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과제
를 제시하고 있다.

2. 성남시 산업 구조 조정의 절차
무엇보다도 향후 성남시의 도시 기능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전제 아래
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성남시가 안고 있는 제약 요소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성남시의 도시 기능
을 개편하는 데에는 수도권 토지 이용상의 제약과 중앙 정부와 경기도의 자원 배분
정책에 따른 각종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성남시 자체의 의사 결정 역시 성남시
미래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성남 도시 기본
계획 등에서 결정한 사항도 검토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산업 구조의 구상이라
하더라도 성남시가 안고 있는 공간 제약과 자원 배분 과정에서의 지분 비율을 고려
하지 못했다면 그 실효성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정책이나 계획이 실효성을 담보로
하지 못할 경우, 각종 자원 낭비로 인한 지역 성장 잠재력의 고갈은 미래에 대해 더
욱 심각한 공간 기능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세계 경제, 국가 경제의 변동에 관한 전반적인 미래 예측 작업이 필요하
다. 이러한 세계 경제의 장기 파동에 관한 고찰은 그것이 그때그때의 기술 혁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기능 개편과 관련한 미래 예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
다. 또 다른 한편 점차 강화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지역 결합,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 규제(Green Round), 노동 조건 규제(Blue Round), 국가의 통상 정책 등도 지역
경제에 곧바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성남시의 공간
기능 개편에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대한 미래 예측도 반
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국가의 정책 방향에 적응하면서 성남시의 공간 기능 개편을
도모하게 되면 그만큼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상당수의 외생 인자
를 내부화할 수 있어서 정책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셋째는 성남시 자체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하는 일이다. 미래의 공간 기능 개편과
관련해서는 미래 예측 결과에 따라 경제 활동 분야별로 입지 인자가 다르고 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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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별 가중치 또한 다를 수 있다. 결국 공간 기능 개편과 관련한 성남시의 성장 잠재
력은 상당한 전제 조건을 포함하게 된다. 즉 지역의 희망 사항이 미래의 성장 잠재
력으로 지표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결국 지역 사회의 강한 집념은 곧 바
로 미래의 자원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자연 발생적이라기보다는 성남
의 경우 특히 지역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성남시에서의 정주성으로부터 도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형성하고 있는 성남시, 성남상공회의소, 대학, 성남문화
원 등 유관 단체와 주민들의 노력이 요구된다.
넷째는 목표에 이르는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산업별 대안이 형성되고 시민들
의 참여를 통해 공통 기반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소위 지역 경제 거버넌스는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고, 이를 시민 모두에게 환원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산업 구
조 조정 과정에는 자원이 투입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자원에는 내부적인 것도 있지
만 외부적인 것도 있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시기와 분야가 정해
져서 투입될 때 자원은 곧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목
표-수단’의 연계화가 되지 못하는 성남시의 바람직한 공간 기능 개편 정책도 구호
에 그칠 것이다. 그러므로 무조건 최첨단 업태로의 전환, 고부가가치 경제 활동의
유치 등을 겨냥하기 쉬우나 구체적인 수단과 연계시킬 수 없다면 곧‘허위’를 양산
하고 존재하지 않는 망상만 추구하는 꼴이 될 것이다. 지역 실정과 성장 잠재력에
맞는 부문과 업종을 선별해내는 작업은 따라서 도시 기능 고도화를 위한 정책의 실
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도시 기능을 고도화할 경우 간과해서는 안 되
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공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 현재의 문
제점에 너무 집착하다보면 미래의 가치 혹은 잠재력을 너무 값싸게 할인받는 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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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도시 경관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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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도시 환경-경관의 시작

1. 지붕 개량이 남긴 흔적

성남의 시사 기획안1을 살펴보면 성남의 역사와 행정 구역
변천에서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현
대를 1946년 광주군 중부면 탄리에 성남출장소를 개소하는
시점을 우선하고 있다. 그런데 본 필자는 남한산성 안에 있
는 전통적인 전가田家2에 눈길이 간다. 이곳은 1960년대 새마
을 사업으로 지붕 개량과 함께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개량된
상태였다. 순간 즉석에서 구입 의사를 밝히고 계약과 동시에
완불하면서 전가田家라고 했다. 그곳에서 생활하는 행위를
지금은 주생활住生活로 표현하면서 대학에서도 가정대학 주
생활(과학)학과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언젠가 조선시대 민화에서 주생활이란 표현 대신‘전가즉
사田家卽事’라고 하여 조상들의 멋스러운 표현을 본적이 있
다. 이러한 예는 현대의 수예품에서도 보인다.3 지금 식으로
전통적 경관 만들기-이엉(용
마루) 준비

표현하면 전원주택이라고 느껴지지만 간단하게 전가, 그리
고 그 속에서 사는 모습을‘전원주택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전가즉사’라고 했다. 얼마나 멋스러운가? 만약 어촌 주택이라면 어가魚家로, 또
‘어촌 생활’이 아닌‘어촌즉사魚村卽事’라고 말이다. 이러한 경관의 최소 단위가 전
가즉사의 풍경이고 전가의 모임이 마을이다.4 도시 환경의 전통적 언어는 지역의
특성인 지역성(Locality)을 창조하는 철학적 개발 언어가 된다. 즉 지역의 멋, 아름다

1 성남시사편찬위원회,『성남시사(40년사) 기획안』
, 2013, 65~68쪽.
2 전가(田家)는 농가(農家)와 같은 뜻으로, 예전에는 전원주택이란 말 대신 전가라 하였다.
3 문영선,「수예작 : 이상적인 마을 풍경」
, 연주복 전문 디자이너, 프랑스 파리, 서울.
4 현영조,『차 문화와 건축-동양의 전통적 차 문화 공간』
, 요철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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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美學]이다. 그러나 1960년대는 초가草家를 가난의
상징(?)으로 치부하였는지 모른다. 아무튼 본 필자
는 서울시 대치동 사업장과 남한산성 초가를 오가
며 많은 작품을 하였고, 실험작으로 세련된 차 문
화 공간 창출의 기초가 되었다. 폐가에 폐자재를
이용하여 삶의 공간(연구실)에 생명력을 넣어준 생
태 건축의 사례가 된다.
이것은 산중 골방과 벽로지실, 그리고 아틀리에
(atelier, 화실)가

있는 일종의 산성 산방山城山房이라고

하는 혁신적 전가인 셈이다. 대문도 울타리도 없는
지형지물을 이용한 제멋대로 생긴 자연석 계단을
대여섯단 딛다 보면 원추리, 백일홍, 채송화, 들국
화 등이 계절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풋
풋한 자연의 냄새까지 더해진다. 지금은 이미 고전
문영선,「이상적인 마을 풍경힐링 아트시티(Healing Art
city)」, 전통적 전가(田家)마을,
수예, 1972.

이 되어 버린 모던 클래식(Modern classic)이다. 그러
나 현대인은 생활 공간을 상품화하면서 집 크기와
집값을 자랑한다. 대표적인 예가 공동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상품에서
살다보니 쓸데없는 의학 상식만 늘어나고 병원에 드나들면서 유병 장수한다. 요즘
엔 살을 뺀다느니 힐링(Healing) 한다면서 의료인과 환자가 하나가 되어 자연 속에서
만난다. 품위 있는 세련된(Refined) 삶이 아니고 상품(?) 속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다 영
안실로 급히 가거나, 미라(?)가 되기도 한다.

2. 세계 도시의 현재와 미래
산업혁명 이후 근대 건축이 태동할 무렵에는 주택의 형태가 조각적이고 공예적
인 요소가 점차 줄어들고 기능주의적 주택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 후 제1∙2차
세계대전이 종식될 무렵 전 세계는 주택난으로 고민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긴
주택이 조립식 주택이고 조적組積 구조와 더불어 국제 양식을 주창하기도 한다. 규
격화되고 기능 위주의 주거 형태에서 지루함을 느낀 나머지 지역성이 뚜렷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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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포스트모던(Post-modern)적인 주택이나 신고전(Neo-classic)적인 유기 주택, 또
는 생태학적이고 지역성이 강한 형태가 다시 각광을 받는다.
이러한 사례는 근본적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자재의 개발로 치장하는 분식에 지
나지 않는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생각지 않고 잠깐 살다가 헐어버릴 임시 주택
(Temporary House)의 일회용으로 잘 팔리고 쉽게 떠날 수 있는 형태를 원한다. 한마디

로 집장사다. 실제 20년도 되지 않는 것들이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특히 크
고 작은 모두가 일회용인 것 같다. 그러나 핵심은 생활 양식이다. 따라서 미래를 예
측하기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은 거의 모두가 집장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는 그리 만만치 않다.
성남 시민들만이라도 정착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얼마나 좋아진 도시인가? 구르
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이 장단점은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기는 하다. 특히 주
거 공간으로서의 미래 주택을 지금은 바라지 않는다. 계속 변하는 추세로 볼 때, 미
래를 점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도 아니다. 미래 주택은 이미 시도되고
있었으며, 지금도 계속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 주민이 원하는 바가 아닐 뿐이
다. 그리고 미래를 꿈꾼다고 해서 환상에서 찾으려는 것보다는 자연적인 측면에서
통찰해 보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면, 까치의 건식 공법에 의한 주거 형태와 제비의 습식 공법에 의한 주거
형태, 또는 지하 공간을 이용하는 동물들의 주거 형태는 이미 인간에게 미래 주택
의 지혜를 제공하고 있다.5 형태는 환경과 공생하려는 예측 가능한 생활 양식이 시
도되고 있기는 하다. 공생적 관점에서 훌러(Fuller, 공상가∙공학자)는 지난 세기 중엽부
터 미래 건축을 예고했고, 토플러(A. Toffler)도 그의 저서『미래주의자(The Futurist)』에서
소개한 바 있다. 더욱이 미래주의자들은 빛바랜 현대(Modern classic)에서 떠났다.
그들은 이미 저세상으로의 여행 중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자연을 그리워할 뿐
이다. 따라서 미래의 건축과 도시 공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아주 단순해졌
다. 기존의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실생활에서 유지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다.
그 핵심은 지속 가능한 도시 경관이 아니라 안전과 청결, 즉 바이러스(Virus)와 테러
(Terror)의

예측 가능한 대책이다. 여기서 바이러스는 상징적 미생물로 세균까지를

5 현영조,「미래의 주거 공간-원시적인 동굴에서 인공적 동굴로」
,『건축문화』,1986,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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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즉 평화, 행복, 휴식의 개념 계획을 예술화(with Art)하여 가변적 공간으로
창출하여야 한다.
한편 이미 고전이 된 현대(Modern classic)적 관점에서 미래 주택에 영향을 주는 요소
는 다양하다. ① 구조적인 측면, ② 기능적인 측면, ③ 조형적인 측면, ④ 성省에너지
측면, ⑤ 전통 사회적인 측면, ⑥ 환경적인 측면, ⑦ 지역 특성적인 측면 등의 요소
가 미래의 주거와 도시 환경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세계의 도시에서 상기 조건들
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해도‘에너지적인 측면’과‘지역 특성적 측면’이 크게 작
용하리라 생각된다. 즉 지구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와 에너지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성에너지를 전제로 한 주거 건축이 발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하 공간
을 이용하는 주거 양식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지하 도시(Sub-City)
의 예고이다.
우선 미래 건축을 예상하기에 앞서 두 가지 전제를 붙이고 싶다. 첫째, 미래 주택
을 예상하는 시점의 설정, 둘째, 건축되는 장소(우주 중에서)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예
측 가능하도록 설정될 때 비로소 미래 주택의 관심점이 풀릴 수 있다고 본다. 전자
의 경우는 2000년대, 2030년대, 2060년대 또는 2100년대 이후부터 지구가 폭발하기
전까지로 가정하고 싶다. 후자의 경우, 혹자는 달세계에 인간을 비롯한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인위적인 환경 조성의 꿈을 펼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현
재 지구촌 중에서도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6
미래 주택은 원시 주택과 현존하는 주택 양식을 절충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이는
미래 주택 시대의 시점은 2030년을 전후로 하여 그 요구가 본격화되리라는 예상에
서이다. 그렇다고 미래 주택이 별안간 등장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진화의 속도가
가속되리라 믿어지는데, 그것은 시대의 요구에 순응하는 형태가 되든가 시대의 요
구에 반발하는 형태, 또는 짧은 생명력을 가지고 신생新生되었다가 소멸되기도 하
는 형태가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자명한 사실은 에너지에 대처하면서 인간적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주거 형태가 미래 주택의 혁신적인 요소
가 되리라고 믿는다.

6 미래의 주거 공간에 대한 예측으로 27년 전(1986. 5) 선정된 7인의 전문가를 월간『건축문화』
에서 특집으로 의뢰한 원

고인 필자의 미래에 대한 예측 중 2000년대와 2030년대의 중간 시점(2013. 8)에서 회고한 결과는 비교적 현실성이 있
다고 사료된다. 계속 기다리면서 보완한다면 지금도 가치가 있는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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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옛날, 인류는 자연 동굴에 기거하면서 외부
의 적과 자연적인 조화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동시
에 식생활 위주의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데 동굴을
그 터전으로 삼았다. 이것은 곧 원시적인 주거 공
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위장 건축).
그러나 문명과 문화의 발달로 사회적인 인간의
욕구가 변하면서부터 인위적인 공간의 형성이 시
작되었다. 이것 또한 인간적인 생활을 위한 주택
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그 당시에도 건축 구조
적인 측면과 조형적인 측면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
는 구조물이 탄생하고 있었고, 그 후 재료의 혁신
과 공법의 발달로 현대 건축의 기본이 결정되어
미래 주택 형성 과정(2030년대
전후, 현영조, 1986. 6)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신재료와 신공법의 탄생이
있을 때만이 미래 건축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
는다. 특히 미래 주택은 신재료보다는 신공법과 설비의 혁신만으로 그것을 만족시
켜줄 수 있을 것이다. 구조나 외부 조형적인 것보다는 내부 기능 위주의 우수한 설
비를 갖춘 지하 공간 또는 인공적인 동굴에 의해 미래 주택의 성격이 결정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예측이 적중한다고 볼 때 미래 주택의 특징은 ① 구조물이기보다는 설비
의 집합체이고, ② 조형적인 요소보다는 공학적인 요소가 작용할 것이며, ③ 주택의
모양도 4면의 입면이 필요하지 않고 전면(Facade)이나 지붕 디자인(Roof Design)만이 중
요시되는 환경적인 형태, 즉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한마
디로 미래의 주택은 지하 공간을 최대한 이용한 에너지 절약적인 분묘墳墓 건축의
형태로서 풍수 생태적으로 자연과 공생하는 원시적인 동굴을 갈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동굴을 창출하여 인간의 궁궐(자궁)과 걸맞는‘동굴로의 회귀’가
미래 주택의 성격을 결정지으리라고 믿는다. 즉 까치집과 제비집, 그리고 두더지의
지하 공간과 개미의 지하 도시는 적자생존인 삶의 지혜와 인류의 건축과 도시 문화
를 접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의 도시는 생태계와의 공생과 공존을 위
하여 상생相生을 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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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남의 도시 변천 약사
성남의 탄생은 서울시와 연계된 시공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성남은 시사적으
로 근대를 마감하고 현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광주군 중부면 탄리에 성남출장소
를 개소한다(1946). 그 후 낙생면사무소 신청사를 판교리로 이전(1948)하고, 중부면
성남출장소를 수진리로 이전한다. 이어 1952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돌마∙대
왕∙낙생∙중부면 의원이 선출되고, 1961년 낙생중학교가 개교하며, 이듬해인
1962년에 자연 발생적으로‘모란장’이 개설된다. 1963년에는 대왕면의 세곡∙율
현∙일원∙수서∙자곡리 등 5개 리가 서울시 성동구로 편입되고, 1964년 중부면
성남출장소에서 광주군 직할 성남출장소로 승격, 대왕면사무소가 고등리로 이전
하게 된다. 그 후 이 지역에 본격적인 시련이 예고된다. 이러한 예고는 시∙공간적
으로 대왕면의 5개 리가 서울 성동구로 편입된 시점을 전후하여 예측이 가능하였
다. 이는 1969년 광주대단지 조성 및 서울 철거민 집단 이주의 시작과 무관하지 않
다. 시간적으로는 1963년부터 1969년까지, 공간적으로는 서울시로 편입된 대왕면
의 5개 리가 서울생활권으로 구분된 시점이다. 즉 서울 개발의 야심이다. 당시에
서울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성과 및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을 홍보
전시한 바 있다.7
예컨대 삼각지 입체교차로, 강남묘지공원, 지하철, 남대문시장 개발 계획, 고가高
架도로와

청계천 복개 공사, 산업박람회(덕수궁, 구로동), 워커힐, 한국포장디자인센

터, 세운상가, 장충공원 스포츠센터, 남산 외인아파트, 신촌 철로변 양쪽의 연세맨
션, 야외음악당, 와우아파트, 국립극장, 6∙25참전 16개국을 상징하는 반공센터,
남산도서관, 어린이회관, 남산 케이블카, 환경 조형물(서울시 중구 태평로의 역사적인 인물
상, 맥아더 동상, 4∙19탑, 다산 정약용 동상 등),

6∙25와 4∙19 상징 조형물 설치, 국회의사

당 이전 계획, 서울대학교 이전 계획 등과 같이 엄청난 계획들이 연일 지상紙上에
쏟아진다.
성남 지역은 1969년에‘광주대단지 조성’으로 역사적인 서울시 광주대단지 사업
소가 폐지된 후 1970년도에 경기도와 광주군의 업무 분담으로 경기도 주택 사업이

7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이 서울특별시청(구) 옆 주차장에서 1967년 8월 15일 개최된 광복절 기념 가설 전시장에서 서울

의 개발성과 비전을 소개한 전시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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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됨과 동시에 1971년에 경기도 직할 성남출장소
로 승격된다. 또한 1971년 8월 10일 광주대단지 사
건이 발발한 후 광주대단지 공단이 승인된다.
1973년 7월 1일, 드디어 성남시로 승격되면서 낙
생면(현 분당 판교 지역)과 돌마면(현 분당 지역), 대왕면
전체와 중부면의 6개 리가 성남시에 편입된다. 이어
시 승격 10년 만인 1983년에 시청사가 준공되고 수
정∙중원∙분당이라는 세 개의 생활권으로 구획된
다. 2013년 현재 성남시의 행정 구역은 수정구, 중

모란시장의 대로변(모란역 1번
출구, 2013. 3)

원구, 분당구 3개 구와 48개 행정동(법정동 44개 동)으
로 구성되어 있다.8
이와 같이 성남은 시 승격 40년을 즈음하여 지난날의 시사市史 편찬은 성남시는
물론 서울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도시사都市史를 조명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작
업은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연계 짓는 역사의 일부분이기도 한
다. 즉 지역의 과거에 대한 흔적을 더듬고 현재의 좌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도 있다. 그리고 지역민에게는 희망찬 내일의 꿈을 계획하고 설계하는데 근간이 된
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성남시의 재정 자립도가 타 시군보다 높은 원인과 기존 시
가지의 보완점,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신도시가 기존 도시 및 도시민에게 끼치는
영향, 신구新舊 도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새로운 것의 옳고 그른 점과 오래된 것의 장단점을 조화롭게 다룬다면 성남 지역의
도시 경관은 새로운 모범 사례를 남길 것이다. 옛 성남의 생활 철학과 신도시의 활력
이 신뢰감을 갖고 반죽이 된다면 다양한 언어∙종교∙문화가 자유롭게 융합된 세련
된 도시 경관의 기초적 방안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필자의 경험을 보태고자 한다.
어린 시절 한옥과 일본 가옥, 그리고 다시 한옥에 살면서 아파트에 살다 또다시
작은 예술의전당 요철요(凹凸凹)를 짓고‘내가 살고 싶은 집’9 대청에서 차�을 마시
고 국악을 보급한다. 결국 문화의 말로를 경험한다. 이곳을 떠나지 못하는 지금 서

8 성남시사 편찬위원회,『성남시사(40년사) 기획안』
, 2013, 69쪽.
9 이영혜, 내가 살고 싶은 집 전통적인 분위기 현영조씨 댁 행복이 가득한 집, 1998. 9, 위 댁은 가정생활 문화지‘행복이

가득한집’이 주최하고 조선일보사에서 후원한‘내가 살고 싶은 집’행사에서 가장 전통적인 분위기의 집으로 선정되
었기에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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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종로구 신문로에 작은 한옥을 짓고서 시∙서∙화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국악
을 감상할 수는 없을까? 이 나이에 또다시 꿈을 가져본다. 아마 그 꿈은 성남을 포함
한 광주문화권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이러한 나의 바람이 완성될 때
성남은 필자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스마트 성남의 독창적인 도시 경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특히 건축과 도시 계획, 그리고 환경과 문화에 대한 필자의 이
론과 실무의 경험이 성남에서 현실로 이룩된다면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있을까? 따
라서 앞의 도시 경관의 철학적 기억을 성남 지역 도시 문화에 담아 보고자한다.
도시 공간이란 풍수 생태 공간 속에서 문명과 문화가 합류하는 결과로서 총결산
하게 된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기다림의 미학’을 창출하면서 변화무쌍한 경관
으로 진화된다.

제2절 도시 문화

1. 후진적 도시는 대형 정신병원
환경과 문화를 융합할 수 있는 도시의 자연환경과 인위적 환경을 연계시켜 인간
적인 도시 공간을 창출해야 한다. 즉 도시 속에 도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가 스며들었을 때 도시 문화는 지역의 특성을 표출하게 된다. 산업화를 경험한 경
제 위주의 도시는 대형 정신병원과 같아진다. 그러한 도시 문화는 도시를 떠나 자
연 속에 존재하던 사나토리엄(Sanatorium)10을 다시 찾게 된다. 심지어 도시인이 도시
를 떠나 자연의 품에 안기고 싶어 하듯이 어떤 의사는 병원을 떠나 자연에서 의료
공간을 찾는다. 이러한 행위의 시작은 의사보다 환자가 먼저였을 것이다.

10 회복기의 환자나 결핵 환자의 요양소, 요양지, 학교 부속의 격리 병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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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요즈음 힐링이란 언어가 유행한다. 힐링은‘치료’또는‘치료하는’의
의미를 가진다. 이런 경우 힐러(Healer), 즉 치료사, 의사, 신앙 요법을 행하는 사람이
더 적절한지도 모르겠다. 필자가 사나토리엄을 알게 된 것은 우연한 일로, 1965년
경 핀란드를 공부하다 건축가 알바 아알토(Albar Aalto)를 알면서 부터이다. 아알토는
사나토리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능적 심리를 가진 인간에게 색채에서 느끼는
심리적 변화까지 설명하고 있다.

2. 도시를 힐링 숲으로
1) 도시인의 힐링과 도시 정책의 기초
도시를 힐링의 숲(The Healing Wood)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도시를 떠나지 않고, 도
시를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이 창조 경제 아니겠는가? 만약 너도
나도 힐링을 위해 도시를 떠난다면 오히려 도시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더 나아진
도시 환경에 미소가 끊이질 않을 것이다. 반면 사람들이 힐링을 위해 모여든 자연
은 공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 빛 등 각종 오염원으로 인해 폐허가 될 것이고, 그들
은 다시 도시를 그리워할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도시는 환경과 문
화적으로 양질의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성남시는 세계적인 대도시인 서울시 근교에 자리하면서 복잡하고 거대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그것도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판교 신도시에 이어 조만간
여수∙도촌 신도시와 위례 신도시까지 완성되면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런데 도
시의 거대화는 인구 밀집 등의 이유로 소음∙진동∙공기∙수질∙빛 등 각종 생활
공해와 공학적 공해, 인문학적 공해를 발생시킨다. 특히 빈부의 충돌은 극단적으로
바이러스와 테러까지도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생활 양식의 혁신과 함께 긴장의 완
화와 배려의 문화가 요구된다. 예컨대 하우스 푸어(House Poor)에 이어 드러나고 있는
아트 푸어(Art poor)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도시민들이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현재 성남시의 모습은 특징 없는 도시로서 산만하다. 그 속에서 문화도 새로움과
오래됨의 간극이 심화되고 있다. 그것은 도시화 속도의 조절 및 제어가 원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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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 교통 체계 중 도시 철도가 직선형(2Tracks Linear-type)으로
평행하기 때문이다. 더 나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각종 공해와 위험
요소의 대비가 시급한데 현재의 성남시 체계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를 극복하
기 위해 도시 체계망(Grid)의 과거와 현재를 살피는 것과 동시에 미래를 예측하고,
개발의 방향을‘스마트 성남, 도시 만들기(2011, 성남문화원)’로 하면서 가까운 미래의
도시 체계를‘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라는 새로운 망과 연계한다면 완벽한 성남
도시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도시 시스템이 합리적으
로 융합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과 대비되는 환경 예술에 대한 관심에 주력하여야
한다.

2) 선진 도시를 위한 도시 이미지 정립
,‘도시 조형’
,‘밤낮의 도시 이
선진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도시 체계(Urban system)’
미지’를 정립해야만 한다. 성남시 역시 이 세 가지에 대해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비로소 특징 있는 도시 경관을 만들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체계 : 연구자에 따라 뉘앙스가 다르겠지만 도시는 도시적 생태계를 총괄하
고 있다. 성남시는 인근 도시와 상호 관계를 가지고 경제 혁신, 인구 이동 등을 통해
서 단위 도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경제 활동 규모와 직업, 인구의 변화는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 특히 대도시인 서울시와의 관계가 가변적 정세에 영향을 주고받
기 때문에 접근 방법의 개념 계획(Concept plan) 선정이 우선이다.
도시 조형 : 성남시의 특성상 조형물의 수량, 규모, 장소성, 그리고 다른 조형물과
의 연계성에 문제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즉 도시는 건축과 도시 시설물, 그리고 조
경이 서로 연관되어 도시 기능을 만족시키면서 도시 경관의 예술성을 표출한다. 그
예술성이 도시 조형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조형물의 범위는 안내 표
지에서 환경 조각까지 건축과 도시 환경에 연계되는 거의 모두를 포함한다. 따라서
도시 조형물은 도시 시설물(편의 시설물, 벤치, 공중전화, 버스∙택시 정류장의 표시물, 그늘 시설,
간이 판매 시설, 맨홀 뚜껑, 도로 포장, 전신, 전화, 가로등의 기둥 등)과 환경 미술(환경 조각, 부조, 벽
화, 회화, 수퍼 그래픽 등), 그리고 공공 시설물(교통 기관의 외형, 색상, 육교, 고가도로, 차선, 건널목,
연석선 따위 모든 디자인)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밤 분위기(Night image)를 좌우

하는 조명까지 도시 조형물과 연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도시 시설물은 그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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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구조와 기능 위주로 계획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조형물로 예술성을 고려하고 실용미實用美 또는 기능미機能美를 창출하여야
한다. 더구나 환경 미술로의 조각품은 그 수준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내면적으로는
우리 문화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것을 현실과 접목시켜야 아름다움이 느껴질 것
이다. 더구나 전통 기법을 익히고 후학들에게 연계시킨다는 것은 도시의 전통미를
녹여내는 도시 만들기의 도시적 잠재력이다. 예컨대 지역의 전통적 시∙서∙화詩書
畵와

사∙문∙철史文哲의 연계는 세련된 도시 만들기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즉 도시

공간의 예술화이다.
밤낮의 도시 이미지 : 성남시의 특수성은 예측이 가능한 도시 체계와 도시 조형을
총체화 하는 마지막 단계로 세련된 도시 이미지의 연출이다. 그것은 밤의 이미지
(Night Image)와

낮의 이미지(Day Image)의 자연 생태계와 인간 모습의 연계성, 즉 환경

과 문화의 접목이다. 다시 말하면 낮 공간의 경우는 동적이면서 생명력을 느낄 수
있고, 밤 공간의 경우는 정적이면서 생태계의 휴식을 안겨준다. 결국 도시 기능, 그
것도 선진적 도시의 조건은 안전과 청결을 확보한 후에 역시 지역성(Locality)으로 마
무리되어야 한다. 특히 조명에 의하여 마감되지만 그것은 생태계에 대한 배려를 전
제한다. 예를 들어 조명의 정도(조도)는 생태의 성장과 휴식, 그리고 번식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이를 잘못 적용하면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서 기형적 생태계가 형성
될 수도 있다. 특히 도시 생활의 특성상 도시인들의 행동의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
는 낮과 밤의 근무, 유희, 만남, 관광, 관람 등의 문화 행위는 시공간에 상당한 영향
을 주면서 개인권의 침해가 발생된다. 이는 법질서의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고, 직
업 특성에 따라서는 생활 양식의 이중적 현상이 발생한다. 결국 도시는 24시간 쉬
지 않고 운영되면서 먹이 찾기의 목표와 수단이 변질되고 새로운 사회악이 싹트기
시작한다. 이것은 도시 행태의 특징인 도시 체계와 도시 조형의 변화무쌍한 경관이
생성∙소멸∙변형과 함께 도시 공해와 위해를 발생시킨다. 즉 환경 쓰레기와 개인
권의 파괴를 동반한 낭비적 도시 생활의 면모를 보게 될 것이다. 사회는 도시민의
낭비적이고 비합리적 생활 방법에서 벗어나 세련되고 품위 있는 삶의 방법을 강조
하게 되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시대적 유어예遊
11

於藝에 있고 삶의 진수가 예도예�道藝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선진 도

11 한국 차(�)학회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예의와 법도, 그리고 예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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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 삶의 조건은 생활을 예술화하여야 가능하다고 느끼게 된다.

제3절 한국의 도시 경관과 도시 문화

1. 세계 도시 경관의 변천 과정
산업혁명 이후 철∙시멘트∙유리는 건축, 특히 대형 고층 건축의 공법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 즉 철과 시멘트 등이 조합되어 철근콘크리트(철근+시멘트+모래+자갈+물)
구조가 개발된다. 여기서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것이 도시 경
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지붕 디자인의 혁신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목조나 조적조(벽돌이나 돌로 쌓는 구조)가 대부분이었다. 또 제1∙2차 세계
대전으로 부서진 도시를 단기간에 복원하기 위해서는 공사 기간의 단축이 필요했
고, 그 결과 블록(Block)조가 유행하였다. 물론 가격과 비용이 절감되는 이점도 있었
다. 이러한 일반적인 공사 방법에 따라 일정한 모듈(Module)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설
되는 조적조 공법이 개발된다. 이들 공법은 영국식 쌓기, 화란식 쌓기, 미국식 쌓기
와 같은 가변적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손쉬운 공법이기도 하다. 쌓기 재료도 흙
벽돌, 구운 벽돌, 시멘트 벽돌, 시멘트 블록 등이 사용되면서 지역을 막론하고 응용
개발되었다. 그러나 조적조 방식은 출입구나 창과 같이 열려진 부분에는 특수 공법
이 필요했다. 또한 벽체가 완성되면 지붕을 경사지게 한다든지, 둥글거나 뾰족하게
하여 비바람과 같은 자연에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비슷한 공법과 건축 자재를 사용하다보니 건물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조형
미는 제한적으로 발전하였다. 인구 증가와 생활 양식의 변화를 쫓아가기 힘들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식食생활에선 먹이 찾기, 주住생활에선 지붕 만들기가 상당 기간
전통화되어 가면서 고민의 흔적이 역력해진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붕 설계(Ro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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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의

대혁신이 일어난 것이다. 필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탄생은 곧 지붕의

혁명이면서, 대도시 탄생의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즉 지붕을 수평화할 수 있다는
것은 건축물을 고층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마천루, 다시 말해서 좁은 땅
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직 도시 경관의 시작인 것이다. 그리
고 개구부(출입구와 창)도 수직적 형태에서 수평적 형태로 바뀌게 된다. 예컨대 출입
구와 창문의 폭이 넓어져 시원한 조망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건축사에서
는 아치(Arch), 보울트(Vault), 돔(Dome), 펜덴티브(Pendentive) 등 지붕의 형태에 따라 시
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2. 성남의 도시 경관 : 시민의 도시 정신
성남시 경관의 원형은 지형이 일차적 조건이 된다. 즉 자연환경적 조건이다. 2차
적 조건으로는 그곳에 그어진 구획 정리의 선線이다. 이 선은 가로망, 택지와 더불
어 공적 공간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경관은 택지(대지)와 도로의 크기에 의해 결정
된다. 예컨대 초창기 성남의 공간적 도시 형태는 언덕이라는 3차원 요소가 무시된
채 버려지듯이 평면적으로 구획되었으며, 이것이 성남시의 핵심적 경관이 되었다.
이때 성남인의 도시 정신이 싹텄는데, 이러한 생각은 성남시 도시개발사와 관계되
기도 한다. 우선 택지의 면적이 대부분 20평(약 66.1㎡)으로 마치 바둑판 같은 느낌을
준다. 위치도 하천변과 언덕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도시 기능은 복잡하고 힘들다.
식량이나 연료의 운반도 쉽지 않고, 노약자가 거동하기에 너무 불편하다.
도시 성남의 출발은 광주대단지로서 서울시 철거민의 이주 단지였다. 대도시인
서울의 근교에 위치하였기에 농촌이 갖는 여유 있고 평온한 전가田家적 풍경이라는
원형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계획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러한 계획에 의한 도시가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외
국의 경우 대도시 근교의 도시 계획은 영국이나 일본 외에도 그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초창기에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100년 내외
의 도시 건설 전문가들의 연구 공간에서는 이미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겨우 몇
몇 도시만 부분적으로 성공했을 뿐이다. 이는 도시가 그 자체로 이미 생태生態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볼 때 오히려 성남은 다행이다. 성남이라는 신생 도시는 세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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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구(2013. 3. 24)

으로도 드물게 도시 경험자들의 삶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지 전문가의 설계 도면
에서 탄생된 작품이 아니다. 성남은 전국에서 몰려든 이방인들이 성남 사람이 되어
직접 만든 도시다. 즉 지금의 성남시, 성남의 환경, 성남의 문화를 만들어 낸 총화로
서의 성남 경관은 거주민의 욕구(Demand)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례인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남시 도시 경관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한다. 바로 긴
장(Tension)과 배려(Care)의 생활 철학이다.‘도시민의 욕구’라는 긴장감을 바탕에 두
고 기관장과 관련 전문가들이 배려적 대안을 제시하면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려
적 대안이란 생활의 지혜를 갖고 직접 생활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다. 정리하면 도시 경관은 도시 사람들의 생활 양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것은 고
정된 철학이 아니고 변화무쌍한 삶의 방식에 대한 반응이다. 따라서 도시 경관은
도시 사용자(User, 시민)의 요구에 대하여 계획가(Planner, 전문가)가 도시민의 삶의 지혜
를 담을 수 있는 그릇(공간)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공무원이
배려하는 마음으로 정리하여 시민에게 공감을 얻어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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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련된 도시 조건 : 경관의 예술화-여성화
단기간에 근∙현대를 동시에 경험한 대한민국은 남성(?)들의 무능(?)으로 인하여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풍수지리 사상에 의하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재 모습은 생자生者와 망자亡者 사이에서의 방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방황
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충효忠孝 사상이 투철하고 진선미성眞善美聖
인의예지신仁義�智信의 교육적 심성을 마을∙도시∙국가까지 연계시킨다. 그 과정
에서 남성은 외부에서, 여성은 내부에서 차별화된 대우를 받는다. 다시 말하면 우
리 사회는 여전히 남성 위주의 사회이며, 대다수 여성들의 삶은 희생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대와 고전은 유럽의 이분법二分法적 시각에서 보더라도 우리의 좌
표는 동양이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근∙현대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제1∙2차 세계대전, 6∙25전쟁 등을 경험하는 동안 여성은 안살림뿐만 아니라 바깥
살림까지 책임지는 등 고난은 줄지 않고 가중되었다.
그런데 현대 도시 생활의 변화는 남성 주도에서 여성 주도로 대변화가 일고 있으
며, 예측 가능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수도 서울의 근교에 위치하며, 성장 속
도가 그 어느 도시보다 빠른 성남시의 도시 경관은 이러한 예측과 상이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여성(미성년에서 노인까지)의 성적 수난은 여전한데, 도시 생활에서 빚어진 단순
한 사건이 아니라 계속 더러워지는 도시 경관의 모습이 한 몫을 더한다. 그간 남성
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경관은 점점 더 악순환이다. 즉
안전과 청결이 보장되어야 할 도시가 물심양면으로 오염되면서 도시 경관은 흉측
하고 더럽다. 우범적 도시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도시는 품격을 걱정하여야
한다.
그동안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경제 위주의 사고는 우리를 점점 더 긴장 속에서 우
울증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서양의 문물을 먼저 경험한 남성의 도시 만들기는 더
이상 남성이 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이에 여성의 모성과 부
드러움을 도시 계획 및 개발에 적극 반영하여 도시 경관의 여성화를 주문하고자 한
다. 그 의제(Agenda)는‘세련된 도시’다. 우리나라가 서양, 특히 미국 위주의 경제 구
조와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세계적이라는 것은 미국적인 것에 다름아닌 것이 현실
이 되었다. 예컨대‘정의가 무엇이냐?’를 미국에 묻고 있는 현실에서 필자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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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가 내리는‘정의’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답이 있다고 믿는다.12 더 이상 외력
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도시 경관 철학’을 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핵심은
경관의 예술화다. 그 내용도 경직된 도시 경관을 만들기 위한 교범이 아니라, 시대
가 요구하는 변화무쌍한 대안이어야 한다. 도시 생활 양식의 변화에 따라 도시 경
관도 변하기 때문이다. 김지하는“남성 지배 3000년 굴레 벗어던지고 여성이 주역
이 되는 날 새 역사가 열린다. …… 3000년 그늘 속에서 솟아오르는 흰 섬광, 즉‘흰
그늘’아닌가!‘시김새’아닌가!”그래서 여성은‘시김’의 예술가이다.13 필자는 이
것을‘시김의 미학’으로 경관의 예술화∙여성화로 녹여본다.

제4절 성남의 3대 지역 특성

1. 문화의 가치성-본시가지
성남의 기존 시가지(수정+중원)는 무계획의 준비 없는 적자생존의 대표적 도시이자
한편으론 목숨 걸고 살아 온 사람들이 만들어 온 전쟁터 같은 삶의 터전이다. 지금
또다시 이러한 상황의 도시가 탄생될 수 있을까? 의문스럽다. 기적? 어쨌든 한국 경
제로는 1단계 성공은 이룩한 셈이다.
지금부터는 그때보다 더 예상하기 힘든 도시가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예상되는
무한의 변화에 대비하여야 한다. 오히려 완성된 대안보다는 예측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 최초의 시청사와 도시 건축물이 있었던 태평동 일대
에 그어진 언덕길을 시작으로 수진리 고개는 성남의 상징적 개발 지점이다. 그리고

12 현영조,「환경과 문화 속에 지역의 흔적, 일시암의 현실」
,『차문화』9~10월호, 한국차문화협회, 2012, 6쪽.
13 김지하,「김지하 시인 특별기고-말 춤이여」
,『동아일보』2012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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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구청(2012. 2. 29)

태평역에서 희망대공원으로 오르는 대로는 복개되지 않은 채 물이 흐르고 개천 양
쪽에 상가(업무지구)가 형성되어 있었다.
교보빌딩이 태평시장 건너편에 깔끔하게 등장하고, 주택(경기, 한미)은행과 대각선
건너편 언덕에 최초로 시청이 있을 때만 해도 태평로에서 우남로로 연결되는 지금
의 산성동사거리는 주요 도로였고, 복정동 가는 길은 산으로 막혀 있었다. 개발 초
기에는 서울에서 성남 중심가로 진입하는 유일한 곳은 수진리 고개였다. 이곳에서
는 모범택시 기사와 자원봉사자가 수신호를 하던 곳이다. 그리고 성남시청에서 업
무를 마친 후 다시 이곳을 통하여 복정동, 세곡동, 헌인릉 앞(나병환자촌, 성남에는 2개소
14

의 진료소가 있었음)을 거쳤다.

제3한강교를 거쳐 서울시 중구 을지로5가의 미공병단

(Far East Distric) 앞은 성남행 버스 정거장이자 회차 지점이었으며, 동시에 성남행 총알

택시가 출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1973년 성남이 시로 승격할 당시에는 택시 합승이
유행할 때로‘나 홀로 손님’은 푸대접을 받던 시절이다.

14 나병환자촌 앞 버스정류장. 한센병 치료와 피부병 환자들이 모인다.

제3편_ 미래-도시 성장과 정책

401

중원구청 앞(2014. 7. 22)

1) 기존 시가지의 비극
광주군의 4개 면으로 시작한 초기 성남은 대한민국의 동력(Engine)이었다.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성남출장소가 생기면서 지역의 행정에도 변화가 시작되었다.‘1출
장소 3면’의 시대(1946. 3. 3)가 된 것이다. 성남출장소는 광주군 직할로 되었다가(1964.
2. 24) 다시

경기도 직할로 변경(1971. 9. 13)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상하 개념은

바뀌었지만 1출장소 3면 체제에는 변화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시로 승격될 때까지
성남은 오랜 기간 농촌적 경관을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대부분의 농어촌은 현대
화 과정에서 선진적 농어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
면서 도시화의 과정을 밟았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 근교인 성남의 원형은 광주廣州
라는 농촌적 도시에서 대도시의 위성도시적 기능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역 개발은 주춤해지고 토지 가격의 상승을 부추겨 부동산 투기의 난장판이 되었
다. 도시민이 원하는 삶의 질은 팽개쳐지고 오직 땅장사에만 마음을 쏟았다. 주택
지의 경관은 비슷해졌고, 중원구에는 공단이 있다는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2) 현대 성남 경관의 원형
성남은 이방인들이 모여 탄생하였고, 도시 경관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남의 미래는 세계의 배꼽, 군자거君子居라고 힘을 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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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생각은 성남시립합창단이 중심이 되어 2013년 10월에 공연된 다큐 음악
극「성남아리랑」15에 농축되어 드러난다. 제1악장에서 온조왕의 신선적 힘이 현황
玄黃을 빛과 소리와 만나게 한다. 즉 개국開國을 알리는 것이다. 제2악장에선 자연(탄
천)과

인간(둔촌)이 만나 사랑의 아리랑을 부른다. 제3악장에서 남한산성을 중심에

둔 역사의 흔적을 충忠으로 표현하고, 제4악장은‘축복의 땅 성남’이란 주제로“전
설은 묻어두고 신화를 이루거라! 우리 모두 그리던 기쁜 날 좋은 세상 열리네, 창창
한 하늘, 오래오래 여기 사네”라며, 시련 끝에 재탄생을 예고하는‘성남예찬城南�
으로 희망을 노래하였다.
贊’

2. 전통 경관과 현대 경관의 마찰-판교 신도시
전통적 경관이란, 자연환경에 의한 지형∙지물, 그리고 식생의 현황과 관리 상태
인 생태적 경관과 역사 문화유산에 의한 문화적 경관을 말한다. 즉 자연환경과 인
문 환경의 접목에 의해 나타나는 경관의 원형을 말한다. 현대적 경관이란 전통적
경관에 도시적 행위를 가할 때 만들어지는 변형된 지역의 경관을 의미한다.
1972년에 수립한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과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82~1991),

그리고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안(건설부, 1982)과 경기도 종합개발계획(경기

도, 1982)을 토대로 대략 1972년 이전의 판교 지역의 경관과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경관으로 양분한다. 연구의 편의상 전자를 판교 지역의 전통 경관이라고 한다면 후
자를 현대 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1972년을 정점으로, 이전 판교 지역의
모습은 전가적 농촌의 모습이, 이후에는 판교 지역이 대도시(서울) 근교 농지가 서서
히 전용, 분해, 침체 및 공백 현상이 생기고 대도시와의 연계를 유지하다가 대도시
의 지가 상승으로 급변한 지리적 합리점 때문이다.
따라서 판교 지역의 경관 분석을 자연환경에 의한 전통 경관을 생태적 경관, 역사
문화에 의한 전통적 경관을 문화적 경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생태적 경관과 문
화적 경관을 총괄하여 전통적 경관이라고 명명한 후(개발 시점)를 현대 공간 개발의

15「성남아리랑」
은 성남시 탄생 40주년을 기념해 한춘섭 전 성남문화원장이 작시하고, 성남시립합창단의 이선택이 작

곡하여 2013년 10월 11일에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한 4악장의 스페셜 다큐 음악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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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성 연주봉옹성(2008)

시기로 설정하여 그것을 현대적 경관 또는 현대 경관이라고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전통적 경관이란 자연환경과 문화 환경의 지역성을 의미한다. 이것을 자연과 인간
이 창출한 생태적이면서 문화적 공간이라고 생각되며 자연과 창조라는 개념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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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 슬레이트 지붕 개
량(1980년대)

추모재(둔촌 이집 사당)

이 가능해진다.16『성남시사(40년사)』집필을 위한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분당선과 신분
16 고종화∙현영조,『관광자원으로서의 전통적 경관 연구』
, 2004, 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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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 경관(판교, 2013. 3. 14)

당선 전철을 수삼 번 반복하여 다양한 접근 경로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판교 신도시
개발 현장과 공사 진척을 확인한 바 있다. 그 결과 판교권의 상당 부분의 전통 경관
과 현대 경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공간적 마찰이 심각하다는 것을 목격하였다.
우리는 전통하면 구식, 현대하면 신식, 따라서 신식 생활의 호기심을 갖는다. 동
양의 문화 중 우리 문화를 도외시하는 사람을 흔히 접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주
의 생활 양식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다. 그 과정에서 전통(미술, 음악, 춤, 음식 등)에 문
외한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는 자연에서 시작하였다. 그 속에서
배우고 익힌 것이 전통이 된 사례가 많이 있다. 우리는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기 마
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 흔적을 통해서 전통을 터득하기도 한다. 이와 같
이 전통적 공간, 특히 건축(주택, 교육, 유희 등)적인 실내 공간과 조경적인 정원, 공원과
같은 외적 공간에서 더욱 혼란스럽다. 내적인 공간에서는 개인권(Private zone), 외적
인 공간에서는 사회권(Public zone)이 중요시 된다. 그러나 인간의 과거는 자연에서 시
작한다. 예컨대 자연 토굴, 석굴에서 흙과 풀로 공간을 만드는 경우가 흔하다. 전통
적 공간을 만드는 재료는 모두 자연에서 얻는다.
지금 우리가 서양식 생활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자
기들의 생활 방법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자기 문화와 이방인의 문화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충돌이 보이기 시작하고, 자연에서 전통적으로 습득한 옛것에 권태를 느끼
면서 남의 문화를 기웃거린다.
그 과정에서 자연은 보전하기 어렵게 되고 다양한 생활 방법은 공해를 유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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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역 부근 공사 현장
(2013. 3. 4)

서 드디어 리우(Rio) 선언을 한다. 반면 자연에 익숙했던 우리는 언제부턴가 첨단 기
술(High tech)을 강조하더니 전통 기술은 버린다. 마치 현대하면 첨단 기술만이 최고
인양 착각하다가 자연환경 속에 동화되던 전통적 생활 공간이 더 소중하다고 반성
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과 전통에서 현대 생활에 필요한 지혜의 동기(Motif)를 수없이
얻는다. 그러면서 전통적 공간과 현대적 공간에서 마찰하게 된다. 예컨대 구도시
공간과 신도시 공간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지금
진행 중인 판교 신도시에서 경험하고 있다.
즉 판교 신도시의 실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행태가 기존의 안정된 도시
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다. 그리고 신도시가 완성되더라도 기다려야 한다. 세월이
흘러야 전통과 현대의 경관의 마찰이 극소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교의 진입 방
법이 두 개의 코스가 있다. 수서에서 판교로, 양재에서 판교로 2개의 철도가 리니어
형(Linear type), 도시인의 연령, 습관, 그리고 교통 기관의 이동 속도(기계 이동 또는 도보)
가 가까운 시점의 전통과 지금의 도시 공간 이용에 변화가 빠른 속도로 감지된다.
따라서 판교가 완성되면 같은 구區인 분당의 도시 생활 양식이 급변하리라 예측한
다. 이것은 공간의 혁신을 초래할 것이다. 아울러 세련된 도시 공간을 바란다면 도
시를 힐링 아트 도시(Healing Art City)17로, 새로운 도시 체계의 도시로 관리되어야 한
다. 도시를 숲으로……

17 현영조,「세계의 차(�)문화와 공간미-도시를 힐링숲(The Healing Wood)……」
,『차문화』,한국차문화협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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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아트시티(Healing Art City,
현영조 작)

3. 환경의 중요성-위례 신도시
위례 지역은 광주문화권의 일부로서 세계적 유∙무형의 환경적 문화유산의 보고
이다. 전통적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또는 세계적 환경 과학의 논리로, 아니면 필자
의「풍수 생태 공간론」으로 위례 신도시를 해석한다 해도 현실에서는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개발 목표와 수단에서 실패를 거듭하던 사례와 유사하다. 다만 사용되
는 장비가 다를 뿐이다. 실제로 환경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토목적인 행위는 신도시
를 만들고 있다지만, 공사하는 현장이나 과정에서 우리나라 재건 당시의 모습과 어
떤 차이가 있는가? 성남 전 지역이 공사장 같다. 예컨대 크고 작은 언덕은 계속 사라
지면서 생태계는 그 흔적도 없다.
남한산만 배경으로 도시가 완성되면 땅값∙집값만 오를 뿐 귀중한 세계 역사 문
화는 시련을 당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은 허구가 되고 말 것이다. 마치 가락시장의
연장 같은 느낌이 든다. 즉 물류센터의 대형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성남시
의 도시 기능은 현재는 물론, 가까운 미래의 핵심이 될 것이다. 특히 위례 신도시와
판교 신도시 그리고 그 중간적 지점에 구도시가 연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광주
문화권의 부활’이 예측 가능한 중추적 도시다. 옛 백제의 터전인 위례 신도시의 범
위는 주변 국가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역사의 흔적을 찾
으려는 사람’과‘역사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의 정신적 역사 문화의 보물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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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공사 현장
(2013. 3. 17)

이기도 하다. 이곳에 개발 목표와 수단이 세련될 수는 없을까?
현실적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미래적 시각’이 중요하다. 그것은 도시의 욕
구다. 곧 시민의 욕구(건축과 경관, 기념물, 상징물, 공원)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시 기능, 도
시의 역사적 전통이 만든 경관과 무관한 신도시를 건설할 때 환경 파괴, 문화의 야
합, 경제와 환경의 경제적 흥정과 예술의 경제적, 정신적 야합, 따라서 대도시 근교
에서 성남시 자체가 자립적 도시로서‘새로운 개발 언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지난 세기가 경제와 환경의 충돌적 세기라고 한다면 금세기는 환경과 경제가 상생
하는 세기가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경제 위주의 생활 방법은 생태계 파괴와 인간
성 상실 그리고 정신 분열이 가중될 뿐이고 인간은 자연의 보복을 자초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환경은 발주자의 욕심과 계획가의 이상, 그리고 사용자의 변덕으로
공간이 구획되고 토지가 현실화된다. 예컨대 목표가 설정되면 수단의 선택이 중요
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리, 지형, 위치와 같은 자연환경과 인문 환경이 대단한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 동시에 환경적 지역성이 뚜렷하다. 특히 성남시 진입 부근이면
서 현재 진행 중인 위례 신도시 구역에는 기존의 교육 기관(대학, 외국인학교)과 함께 경
원대학교와 가천의과대학교가 통합(2012)하여 가천대학교(글로벌캠퍼스)18가 출범하였

18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구 경원대학교)는 IT대학, 바이오나노대학 등 11개 단과대학과 64개 학과(전공)로 구성되

며 IT, 바이오나노, 의료 경영 등 첨단 분야 선도 캠퍼스로 특성화되어 있으며, 이외 메디컬캠퍼스(인천광역시 연수
구), 강화캠퍼스(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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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위례 신도시 발전에 대단한 매력이다. 성남시의 위상도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위례 신도시 터는 남한산이 중요한 경관적 핵심이다. 특히 남한산성南漢山
城은

조선의 비상 도시로서 수도 한양漢陽과 연계적 경관이 필요하다. 산성 내에는

비상시 국정과 제사를 위한 도성의 축소격인 (남한)행궁을 짓고 임시로 정궁正宮(임금
과 그의 가족의 생활 공간)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와 같이 행궁은 정궁의 기능을 담당한

다. 예컨대 상궐과 하궐 그리고 좌전과 부속 건축물이 남한행궁을 구성하고 두 동
의 좌전은 유사시 종묘사직의‘줄임공간’으로 왕가의 효孝는 중요한 공간으로 구획
되어 있다. 그 밖에 수어장대, 종각, 수창, 침괘정, 연무관, 현절사 등 역사적 흔적
이, 그중에 수창(군수물자 창고?)은 왜곡 말살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위례 신도시는 현대
기능 도시+역사문화 도시로 환경 보전까지도 담아야 한다. 그 대안은 남한산성에
역사의 흔적을 찾으려는 시각과 역사의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의 어떠한 불법과
위법적인 건축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자연 생태계 파괴 행위까지
도 단호하게 응징하여 환경의 보전, 복원과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되어 민족정기 부활의 장소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각오를 하게 된다.19

제5절 스마트(Smart) 성남, 도시 만들기

1. 스마트 도시 관리 시스템
1) 미래의 빌딩 건축의 방향과 도시 환경 개발 20
우리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 인구의 과밀, 과잉 현상과 식량난, 에너지
19 현영조,『조선의 비상도시-남한산성』
, GICO. 경기지방공사, 2005, 31쪽.
20 현영조,「미래의 빌딩건축의 방향과 도시환경개발」
『빌딩관리
,
기술정보』창간호, 한국빌딩관리기술연구소, 1986, 30~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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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주택난 등의 여러 가지 난제들을 안고 있으면서
선진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
니라고 생각한다. 우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
은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첫째, 사회 경제적 시점이다. 인구의 대부분이 개
발도상국으로 몰리고 있으며, 산아 제한 효과가 나
타나는 시기도 2030년대에서 2050년대라고 하니 21
세기 중간쯤 가서야 인구의 증가가 정지된다고 추
측된다. 따라서 2025년경에 지구촌의 추정 인구는
80억 명이 된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자원, 식량의
증산과 고령화의 일선 복귀를 위한 사업들이 발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인은 전통적 자원이다.
둘째, 기술 예측적 시점이다. 인류의 역사는 자연
과의 투쟁이며,‘배고픔’에서 탈피하려는 생산성

판교역 주변 공사 현장
(2013. 3. 13)

향상의 노력의 대가이다. 즉 New-Idea(새로운 생각)
개발의 창출이다. 따라서 미래의 건축 양식은 자원 절약적이고, 안전하며, 쾌적한
환경이 요구되는 형태이고, 관리면에서도 중앙 집중적이고, 경제적인 형태의 건물
이 될 것이다. 즉 건축의 3대 요소인 구조, 기능, 미를 전제로 한 성에너지적이고 주
차장의 충분한 확보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축으로 로컬리티(Locality)한 건축이
될 것이다. 도시 개발 방향도 건물의 대형화보다는 건물 주위의 녹색화에 더욱 비
중을 둘 것이다.

2) 안전과 청결, 그리고 경제적인 유지 관리
이와 같이 예측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미 성남(시, 문화원)에서‘스마트
(Smart)’성남, 도시 만들기’슬로건(Slogan)으로 시동을 건 바 있다. 시작이 반이다. 그

러나‘스마트’의 준비는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21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1 박용범,『차세대 세상을 바꿀 플랫폼‘스마트 그리드’
』,건설기술인, 2009,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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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를 아주 쉽게 정의를 해본다면 스
마트 그리드는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력 공급자
와 소비자가 양방향 전력 사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한다. 가까
운 도시의 미래는‘예측 가능한 칼럼
으로
(1986. 10)’

기술적 예측이 적중한 셈

이다. 더 나아가 일본 도쿄 근교 오다이
바[台場] 지역에서는‘밝은 미래를 향하
여……’라는 도요타의 야심찬 기획에서
로봇으로 하여금 트럼펫을 불게 함으로
써「지능을 가진 기계와 기능을 잃은 인
간의 동거」22를 소개하는 시범을 경험하
면서 2013년 대한민국 재정 자립도 1위
성남시는 한국은 물론 세계에서 빈부 충
돌이 없는 도시가 되길 기원해본다.

2. 과학과 예술의 첨단적 융합
자연환경과 인간 환경을 관자觀自할 때
정립된 공간 이론은 자연에서 우선적으
로 그 동기를 갖게 된다. 현실적으로 자

남한산성 소나무 숲

연은 생물학을, 인간은 역사학을 연구하
게 된다. 다시 표현하면 자연은 생태계(Eco-System), 역사는 인간 흔적(Foot-print)이다.
도시 경관은 관점觀點에 의해 다양한 구도가 나오게 된다. 그 관점은 시각의 범위
23

(C.O.V)

와 위치가 설정된다. 즉 경관의 원근이 보인다. 도시 전경을 바라볼 때는 시

22 현영조,『전통적 도시경관의 변화-도쿄 우에노(上野)』
, 건설기술인, 2009, 59쪽.
23 C.O.V는 Conc Of Vision의 약자로 경관을 작업할 때 시각의 범위를 나타내는 건축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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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위치(S.P)24가 보려고 하는 범위를 결정한다. 넓게 보려면, 눈의 위치에서 도시
의 지붕을 내려다보게 된다. 도시의 근경과 건축물 형태를 상세하게 보려면, 가까이
서 접근해 관찰하여야 한다. 이때 원근에 의한 경관을 찾는다면, 도시의 경관을 제
대로 보는 방법이다. 완성된 도시라면, 그림과 사진으로 가능하지만 계획 중인 것이
라면, 완성 예상도(Rendering)이거나 모형이 필요하다. 완성 예상도는 밑그림
(Perspective)이
Sketch)를

필요하여 이미지(Image)만 요구될 때, 즉석에서 이미지 스케치(Image

한다. 전문가용이다. 그러나 발주자(client)와 측근은 실제보다 대단히 작게

된 도상圖上이나 축소된 모형을 심사위원까지 심의하여 결정된 후에도 실패하는 수
가 비일비재하다. 예컨대 남산의 경관에 치명적인 외인아파트가 선정된 후 노후와
동시에 폭파시킨 사건이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착시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구도의 묘미’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 지도자에게 완성 예상도를 제
시할 때 남산의 배경(자연환경)을 보여주기 위하여 조감(Bird’s eye view)으로 그렸다고
한다. 만약 앙시(Worm’s eye view)로 브리핑하였다면, 처음부터 그 건축물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일종의 눈속임이다.
이와 같은 사례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정직한 대안과 정직한 표현 방법이 중요
하다. 전시 행정의 기만적 행위로 권력과 건축 문화의 야합 행위다. 따라서 도시 경
관은 다양한 입점�點(Standing Point)에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 마스터플랜(Master
Plan)과 건축물 내외부도 중요하지만 현장 답사(Field Survey)가 우선이다. 즉 계획지의

입지 조건 확인이다. 우선 환경 계획을 하게 된다.
따라서 도시 경관은 자연환경 과학에 기초하여 자연 현상, 주변의 창조적 환경과
그 속에 설비(기계, 전기, 전자 등)에 대한 전통 과학과 현대 과학의 총화와 더불어 예술
(전통 예술에서 현대 예술까지)을 융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발 행위는 성남을 성남답게

미래의 꿈을 준비∙실현하려는 전통적 노인 세대와 첨단적 젊은 세대가 융합하려
는 사례가 된다.
성남은 성남이다. 즉 이것은 성남의 도시 철학(지역성)의 완성이다. 성남시 도시 경
관 계획과 그 관리 방안의 대안적 완성은 새로운 시각의 모형(Model)이 될 수 있다.

24 S.P는 Standing Point의 약자로 건축, 물체 …… 보기 위한 입점(서 있는 지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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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힐링 아트(Healing Art) 성남, 도시 만들기

1. 구도시(수정+중원) 손질하기(Up-Grade, Repair)
1) 성남시의 원형
성남은 시 승격(1973. 7. 1)부터 지금까지 40주년으로 계산하고 있지만 성남의 시작
동기는 모란장(1962)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시기부터를 지역 도시화의 절점節點
이라고 정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전통적 상권의 한시적 공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
이다. 그리고‘약정 날짜에 어김없이 장이 선다’는 의미는 여러 면에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농∙수산물을 챙겨들고 모인다. 그러나 모란은 이야깃거리
가 많지만 지역적 근거는 없고, 이방인들의 편의상(?) 붙인 삶의 근거지의 향수가 아
닐까 느껴진다. 즉 광주문화권에 자리 잡은 이방인들이 새로운 문화를 만든 사례
다. 성남은 고령화되어 다소 산만한 모습이지만 이곳으로 젊음이 몰리고 있다.
위례 신도시는 이제 시작이지만, 판교에서는 디지털(Digital) 문화가, 구도시 중원
에서는 중소기업이,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제일 큰 변화는 수정구의 교육 기관의 성
장이다. 특히 수정구에는 가천대(과학, 의료, 복지)를 비롯하여 동서울대(기술), 을지대
(의료, 복지), 그리고 중원구 산비탈에 위치하고 있는 신구대는 기적이다.

성남시의 시작과 함께 신구실습농장에서 미리 키워 놓은 식물(가로수, 공원수 ……)들
이 도시 녹화에 일조한다. 그동안 상당수가 도시 경관에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신
구실습농장 앞의 저수지는 성남 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사용되었을 정도다. 식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학교, 주택의 변소는 대부분 별동別棟으로 청소를 분뇨 전문 업체
한테 맡기던 시절이다. 홍수환 선수가“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하던 시절이기도
하다. 변소가 멀고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 수업 시간에 늦는다.
당시 이 학교의 정식 교명은 신구전문학교(이사장 이종익, 교장 백철)25였다. 지금 신구
대의 역사는『성남시사』와 맥이 닿는다. 지금은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시고 안계시지
만 당시에 필자와 이사장과의 인연이 있었다. 학교 건축과 종합 계획(Master Pla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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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산성 성곽과 숲

정에 간섭이 심한 이사장과 평행선을 긋다가 필자가 한마디 했다.“그렇다면 이사
장님이 하시지 왜 저를 시키십니까? 건설과장까지 하시죠!”하면서 자리를 조용히
떴다. 그 후 갑∙을 사이에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한옥) 대작을 하며 가곡「비목」과「선구
자」를 부르시면서 부채질을 하셨다. 최근에 이번 시사를 쓰기 위해 조용히 혼자서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교문에서부터 시작된 대부분의 충돌로 필자의 토지이
용 계획과 공간 디자인이 현실화된 캠퍼스를 보면서 이사장의「비목」과「선구자」
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성남의 경관에 긴장하게 된다.
사실 수정구와 중원구는 행정상 두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두 곳 모두가 성남
시의 원형이다. 별안간 배가 고픈 당시에는 단대천(남한산 계곡과 신구 쪽에서 흐르는 물이
합류하는 지점)변

단대시장 근처의 함흥면옥이 최고의 맛집이다. 이 지역은 구도시의

경관도 거의 같다. 지형의 특성상 대지 20평 정도 규모의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다.
주택과 주택 사이는 골목(4m 내외)길로 주차 계획은 없었다.
신구대 이사장 차에는 무전기가 있었다. 신기하다. 연탄아궁이가 집집마다 있어
가끔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사망 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도시가 팽창하면서 온
동네는 연탄가스 냄새가 공해 수준이다. 당시 모 교수에 의하여 가스 중독 환자의

25 이종익 : 외로운 선구자. 힐링 중 6년간 1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 성남시 녹지화에 일익 담당.

백철 : 문학 박사로 이사장님이 존경하는 분으로 신구전문학교 교장을 역임한 큰 어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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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처치 방법으로 식초를 권장하기도 하던 시대이다. 일명 연탄가스 해독 긴급
요법이다.
생활 양식이 동일하다보니 도시 경관도 비슷하다. 특히 자연환경과 문화 환경까
지 비슷하다보니 주택의 모양이 거의 같다. 따라서 수정구와 중원구는 그동안의 생
활 습관이 세습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생활 양식의 변화에 의하여 생활 도구
의 대변화가 왔을 뿐이다. 예컨대 주방 기구와 가전제품의 등장이다. 그렇다고 마
을 또는 도시 전체를 헐고 재개발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한 주거 공간이 밀집된 도시 경관에서 시각적 변
화보다는 기능적으로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을 우선하고 그 자체가 독창적인
경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정구의 특성과 중원구의 특성을 구분하자면 주거 형
태는 비슷한데 수정구에는 교육 기관이, 중원구에는 산업 공간이 특징으로 구분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원구의 직업은 산업인, 수정구의 직업은 학생과 교직원과 연계된 사람
들로 교통 기관도 자가와 공용, 대중교통, 통근 교통, 사는 사람들의 기호, 가족수
등이 지역의 상권의 특징으로 표출된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 복합적, 가변적인 변
수가 있을 수 있다.

2) 지역의 도시 경관 문제 및 대안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네 가지로 정리 지적해 볼 수 있다.
첫째, 지형에 대한 계절 문제 :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바닥(paving)의 마감
재료와 공법을 전면 교체한다.
둘째, 인구 과밀 문제 : 인구 과밀로 각종 공해(공기, 수질, 소음, 진동)와 위해(Risk, 도보
와 차량의 주차).

셋째, 야산과 녹지대 문제 : 가급적 계절(교목과 관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 조건에
대비할 수 있는 식재로 산소 공급을 극대화한다. 기능성 경관을 창출한다.
넷째, 야간∙주간의 경관 등의 문제 : 도시 경관이란 밤과 낮 기능을 고려하여 소
음∙진동∙빛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식보다는 안전과 청결을 최우선으로 한다.
반세기를 거치면서 지형의 고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 따라
서 20평의 대지 속에 건축된 현황은 철거 후 개발보다는 전통적 지혜를 현대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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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면 오히려 일인 일가구의 개인권에 대비할 수 있다. 오히려 작은 공간이
시대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대학가에 국내외 유학생 및 관련 가
족들이 임대할 경우 대학의 기숙사보다 양질의 개인권이 보장되는 품위 있고 경제
성 있는 도시 마을(Campus Town)의 매력을 창출하여 재택근무하면서 학업과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생활 계획이 가능하다. 즉 기존을‘손질하기’라는 필자의 신
개념을 도입한다.
낙후되었다고 무조건 철거 후 신도시 형으로 공동 주택(대형∙중형∙소형 아파트)화
하면 절대 삶의 질을 찾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지역의 도시 경관을 근대가 만들
어 놓은 전통 경관을 살리는 것을 극대화하여 그대로의 상태로, 전화위복의 기능과
멋까지 살릴 수 있는 장점이 많다. 구도시의 경사지 이용에 대한 주민의 지혜가 담
겨져 있다. 조망권에 지장이 되는 아파트는 오히려 줄이고 경사지의 지형지물을 이
용한 경관을 창조한다. 예컨대 예술가(미술, 음악, 무용 ……)들의 분산된 생활 공간이면
서 작업실(Home&Studio)이기도 하다.

3) 경관 관리 방안
인구 집중으로 과밀 현상을 가중시키고, 교통 체증을 유발한다. 건물 자체는 주차
장을 충분히 확보하더라도 진출입 과정에서 출퇴근에 방해가 됨은 물론이고 불안
전에 노출되어 있다. 더구나 소모되는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로 경제적 부담을 가중
시킨다. 특히 좁은 공간의 조경으로 도시 생활의 편의 시설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 경사진 기존의 주택가를 수직 증축을 할 경우 도시 기능은 물론 도시
경관까지 파괴되면서 결국 슬럼(Slump)화 된다. 전통적인 식재 계획으로 지역을 비
보裨補한다. 또 도시 경관 디자인의 미숙으로 시각 공해가 발생한다. 무엇보다 자연
적인 크고 작은 수공간(하천)을 복개한 경우가 많다. 수공간은 공기의 정화, 풍수의
이동, 정서에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수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도시의
습도는 물론 도시의 질(경관)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상기에 제시한 장단점을 도시
공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의 보
완도 있을 수 있다.
수정구의 교육 공간의 확산과 중원구의 산업 공간(혁신적 기술, 과학 공간의 출현) 변화
로 판교 신도시와의 연계가 예측 가능한 현실에서 중원구는 양 날개(수정구의 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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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판교의 첨단 기술 및 과학)를

확보한 셈이다. 구도시의 대학 문화 등장으로 이 지역

의 도시 개발은 물리적이고 형태 위주로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꾸미기’위주(전시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도시 개발을 집행하기 전에 형식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영향 평가에 의해 개발하여
야 한다.
에너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모든 시설이 절약, 관리 가능,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에서부터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소음 및 진동 오염 등의 환경 공학적인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각종의 방안
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도시의 풍수 생태적 자원으로 활용한다.
도시 속에 녹색 공간의 면적을 필요한 선까지 끌어 올리고 환경 조경에 힘써 도시
의 질을 높여야 한다. 도시를 힐링 숲(The Healing Wood)으로! 간판과 같은 조그만 환경
디자인 요소까지도 도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 분야에 각별한 고려가 있
어야 한다.
도시 경관에서 낮 공간과 밤 공간의 이미지를 동시에 창출하여야 한다. 도시 경관
관리에 시설물 관리(FM)에 만전의 준비가 필요하다. 비보적 경관 창조, 이러한 추세
로 미루어 보면 가까운 미래의 도시는 건축적인 만족에서 벗어나 환경과 에너지,
문화와 예술, 긴장과 배려를 담은 도시 공간, 즉 도시관은 현대 과학(설비)과 전통문
화의 조합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2. 신도시(판교+위례, Healing Art City)
1) 판교 신도시
판교 지역은 신분당선 전철 개통으로 토지 이용 과정에서 주생활과 도심 생활의
갈등이 혼합 문화적으로 심화되면서 전통적 경관의 파괴가 가속되고 있다. 판교는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 첨단 두뇌 산업들이 계속 이동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용지 가격이 도시용지로 전환되면서 가치 전환이 계
속 상승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1972년 수립한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과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그리고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안(건설부, 1982)과 경기도

418

제6권_ 도시개발사-도시박물관, 성남

종합개발계획(경기도, 1982)에 의하여 현실화되고 있다. 따라서 판교 지역의 전통 경
관과 현대 경관은 대충돌이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유∙무형의 지역 문화유산이
파괴, 소멸, 변형되면서 부동산 관련 문제점이 점점 더 가중된다.
한편 하천을 비롯한 공공 부문과의 연계성과 경관이 대도시의 문제점으로 방치
진행된다. 전통 경관은 형식만 유지할 뿐 이미 도를 넘고 있다. 주거 형태와 업무용
건축물의 조경으로 인하여 새롭게 만들어 지는 경관조차 산만하고 안정감이 없다.
한마디로 현대적 경관과 분양, 임대, 전용 빌딩들이 판교 신도시 공간을 산만한 경
관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관의 현실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우선 판교 신도시 계획에서 물리적인 계획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환경 계획과
문화 계획을 점검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정책을 보조하는 경제 위
주의 개발 철학을 가지고는 신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럼, 지금은 어
쩔 수가 없는가? 그렇다. 판교 신도시 입주와 건설 과정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녹지 계획과 경관은 재점검하여 판교의 건
축과 녹지 계획이 식재 위주가 아니라 도시 조형물을 연계시켜 녹색 도시에서 보색
도시로 도시 전체를 첨단 과학 단지와 예술 문화 공간으로 융합시켜야 한다.
즉 판교가 과학을 상징하는 도시로 완성된다면 문화적 힐링 공간을 찾게 될 것이
다. 차라리 판교의 도시 공간을‘힐링 숲(The Healing Wood)’만들기도 대안이 될 수 있
다. 지금도 계속되는 성남의 도발적 공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소규모의 공간
예술화도 병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도시 만들기이다.
더 나아가 도시는 무엇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신도시 지역은 염려하
건데 어떤 의미에선 투기꾼(?)들의 향연장이 될지도 모른다. 공사 중 소음, 진동, 분
진 그리고 공사 차량의 도시 공간 이동은 도시 전체가 공사판을 방불케 한다. 성남
사람들이 참고, 외지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은 서로 입장이 다르다. 고로 판교 신도
시와 위례 신도시는 계획, 설계, 시공 과정이 혁신되어야 경관이 산다.

2) 위례 신도시
도시 계획은 도시 공학, 도시 과학의 수순으로 진화하면서 도시 예술로서 과학과
예술이 융합해야 하는 현실에서 아직도 경제 위주의 개발 정책이 필요한가? 자연과
창조를 주장하면서 환경과 문화와 경제의 상생을 21세기의 개발 철학으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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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빈부의 충돌’을 예고하게 된다. 직선적으로 언급한다면 부
자들은 자신들의‘생태 용량’을 거의 다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빈자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계의 방관자이면서 생태계의 채권자인 셈이다. 그래서 경제 위주
의 개발은 환경 파괴의 시작이고 빈부의 충돌을 예고한다고 한 이유이기도 하다.
예고가 무시된 위례 신도시는 천혜의 역사∙전통적 경관을 환경이 무시된 토목 공
학적 건설 공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위례 신도시는 인간만의 터전이 아니라, 생태계의 소생물권(Biotope)에서부터 지
하, 지표, 지상 공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의 공간이다. 첨단 과학의 혜택을 받고
있는 위례 신도시 지역은“성남∙광주∙용인 등은 조선시대 광주에서 분리된 곳이
기에 이들을 묶는 종합적 역사 고찰이 필요하다”면서“남한산성을 중심으로 잇는
이들 지역의 체계적인 역사 발굴과 조명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26
이런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위례 신도시 현장에서는 자연환경과 역사 문화를 등한
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앞에 언급했듯이, 토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성토∙절
토를 시작하면서 흙의 이동에 기초적 계획으로 절벽이 생기고 언덕이 생길 수 있
다. 다시 말하면 자연조건을 무시하고 경사지를 평지화한다. 그리고 도로를 닦고
택지를 조성한다. 완전히 환경은 무시된다. 이 과정에서 환경을 무시한 개발은 엄
청난 개발 이득을 얻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환경적으로 환경에 폭력(?)을 가하지 않
는 한 이득은 적다. 곧 환경에 대하여 조직적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 부동산에 엄청
난 부가가치를 올리게 된다. 이때 개발 주체는 가난했던 토지를 부유한 땅으로 둔
갑시킨다. 여기에 이상한 정보와 함께 돈이 몰리기 시작한다. 돈이 몰린다는 것은
최악의 공간이 된다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사람이 살만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몰리게 된다. 위례 신도시는 투기의 대
상인가? 그 돈은 환경의 자연조건과 현상들을 무시하게 되고 생태 환경을 인위적으
로 매몰, 이동, 조작하면서 삶의 생태적 조건들의 흔적은 자취를 감춘다. 즉 환경을
무시한 개발은 결국 경제적 대가를 더 치르게 된다.
예를 들면 지면을 중심으로 일정 깊이(약 2m 내외)의 흙과 표면의 흙, 그리고 지상
에서 20m 내지 30m 높이의 생태적 공간의 대변화가 일어난다. 좀 더 세심한 예를
든다면 흙에서 먹이 찾기의 균형을 유지하던 작은 생태계(Biotope)를 비롯하여 쉽게

26 남선우,「성남역사 발굴-재조명 힘쓰겠다」
,『조선일보』1998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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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감할 수 있는 생태계와 암시할 수 있는 생태계의 몸살과 몸부림을 목격하게 된
다. 즉 앙시(Worm’s eye view)와 조감(Bird’s eye view)의 대상들이 사라지게 된다. 그것은
곧 재난의 예고다.
이러한 결과는 순간적으로 행복을 얻을 것 같이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의
재앙을 경험하게 된 인간은 환경 복원에 나서기 시작하는 처방을 내린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완벽한 개발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일 뿐 자손만대까지 행복할
수는 없다. 그것은 새로운 생활 양식에 의해서 공간의 공동화 또는 용도의 변경 그
리고 도시 공간의 정체성이 의식을 잃고 버려질 날도 멀지 않다.27

3) 문예文藝적 관점에서
앞에 예측은 빗나가길 바라지만 역사의 교훈은 정확한 결과를 준다. 이쯤에서 지
역 원주민 두 분의 증언과 함께 시조(현대) 한수 감상하면서‘위례 신도시’를 통해
성남시 초입의 남한산을 배경으로 계획된 신도시의 경관을 평가해 보자.
지금 성남시와 시의회에서는 이 지역의 구도시(수정구+중원구)와 판교 신도시 그리
고 새롭게 시작한 위례 신도시 건설 이후 미래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신
도시의 성공과 성남의 과거를 다섯 분의 문예적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두 분은
저승에서 세 분은 이승에서 성남을 담론談論한다.
(1) 석익균(1917년 경기도 광주군 산성리 출생, 1950�1970년 광주군 중부면장 재직)

남한산성은 유서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이 이곳에 피난
하여 청군과 싸웠으나 힘이 모자라 45일 만에 청군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국치의
역사를 남긴 곳이다. 내 나이 지금 80이며 24살 때부터 행정 기관에 몸을 담아 나이
40대에 중부면 행정 책임자로 면장직을 맡아오면서 나름대로 중부면, 특히 남한산
성에 대한 유래와 역사를 탐구코자 각 방면으로 노력해 보았으나 찾아낼 길이 없었
다. 재직 중에 노산 이은상, 육당 최남선, 월탄 박종화 등이 남한산성을 심방한 일이
있었고, 그분들을 만나 산성에 대한 유래를 문의해 보았으나 그분들도 연구한 바가
없는 듯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다. 8∙15해방 후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우남 이승만

27 현영조,『친환경적언어(보완) 또다시 지금 천국은 평당 얼마인가? -빈부의 충돌』
, 건축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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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이곳 남한산을 국립공원으로 선포하고 옛 모습을 되
살리기 위해 자신이 직접 남한산성을 심방한 일이 있었으나 3∙15부정 선거로 말미
암아 민주당 장면 정권으로 바뀌면서 공원 선포는 취소되고 모처럼의 연구 기회가
무너지게 되었다. 그 후 남봉진씨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뒤 이곳 남한산성을 도립
공원으로 책정해서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행궁과 유수부가 있을 때는 1200호가 살
고 있는 지방 도시로서 그런대로 환경이 유지되고 있던 중 해방과 6∙25전쟁을 겪
는 동안 능력 있는 주민들은 각기 보다 나은 삶을 찾아 서울, 광주, 이천 방면으로 이
주하게 되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원주민과 6대4의 비율로 80여 세대가 살
고 있는 실태이다. …… -현영조,『남한산성 사사기南漢山城史寫記』,요철요, 1996(2) 이훈종(1918년 경기도 광주군 출생, 경성사범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문리과대학장, 초
대 광주문화원장, 우리문화연구원 원장, 현재 전통문화 연구의 집 요철요(凹凸凹) 원장)

마침 병자년丙子年에‘병자호란 사사전丙子胡亂 史寫展’을 개최하면서『남한산성 사
사기』를 발행하는 것은 의미가 큽니다. 내용면에서 본인이 번역한『남한일기』와
『남한해위록』을 토대로 하여 중요한 사건을 요점만 간추려 초∙중∙고 학생은 물
론 뜻있는 사람들에게 병자호란의 역사적인 교훈을 심어주기 위한 행사이기에 그
뜻이 더합니다. 본인은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교육계에 몸담고 학문을 계속하였
지만 변변한 업적 하나 없이 나이 8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상시 내 고장에 얽힌
역사와 전설, 그리고 남한산성에 대한 느낌은 남달리 유난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현영조 선생이 이번 행사를 주최한다고 하기에 무엇인가 협조하고 싶었습니다. 현
선생은 건축가로서 15~16년 전부터 남한산성에 연구실을 가지고 지역 문화 발전에
젊음을 쏟고 있었습니다. 병자호란은 역사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본인은『남한일기』와『남한해위록』을 번역하면서 더욱더 남한산성과 병자호란의
의미를 새롭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 -현영조,『남한산성 사사기』,요철요, 1996(3) 예술 (詩∙書∙畵) : 3인-도시 경관이란
시詩 : 신도시 / 암천岩泉 한춘섭(시조 시인)
논밭 길 뜸부기도 자리 비킨 언덕였지
철근 바닥 시멘트로 11층 20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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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단예장」(조기화 작, 1995)

「물레방아」(현영조 작, 2012)

밤사이 타워 크레인 솟구쳐 뜨고 있다.
불임의 제비들도 집터 잃고 가출인 채
우유 배달 아줌마의 리어카 버틴 그늘
1001호 집안 할머니 석방될 날 적는가 봐.
다리 저는 비둘기, 갈증은 풀고 살까
수통 둘러메고 초인종 누른 손은
빛바랜 체납 고지서 종이 접어 날린다.
『적跡』(한춘섭 시조집, 2001) 중에서 서書 : 해룡海龍 조기화(서예가)
人短藝長(인단예장)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 Art is long life is short
화畵 : 다현茶玄 현영조(환경 건축가)
벼슬도 싫다마는 명예도 싫어

정든 땅 언덕 위에 초가집 짓고

낮이면 밭에 나가 길쌈을 매고

밤이면 사랑방에 새끼 꼬면서

새들이 우는 속을 알아보련다.
서울이 좋다지만 나는야 싫어

흐르는 시냇가에 다리를 놓고

고향을 찾는 길손 건느게 하고

봄이면 버들피리 꺾어 불면서

물레방아 도는 내력 알아보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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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도시(전통 경관 : 舊綠)와 신도시(현대 경관 : 新紅)의 공생 경관
(1) 도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담는 것이다.

성남시는 세월이 지날수록 변신의 속도가 빠르다. 성남처럼 언덕과 야산에 마을
이 있는 나라와 도시는 흔하다. 유럽에 상당수의 도시가 존재한다.
아시아, 아메리카, 특히 라틴계 유럽(Spain, Portugal, Italia ……)과 중남미(Latin America)
그리고 북유럽(Nordic)의 언덕과 산의 모습이 그렇다. 어딜 가든지 산동네는 매력이
유난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동 수단도 도보이다.
예컨대 유럽 남단의 리스본(Lisbon 포르투갈의 수도)의 산동네에서 도시의 역사를 느
낄 수 있다. 급경사의 작은집들은 삶의 지혜로서 산림속에 묻혀 조망하고 있다. 그
경관은 일반적으로 도시의 외부 공간이 되지만, 실제로는 공적으로 지적상에 구획
된 지적도에 건축법의 규정에 의거한다. 물론 관련 법규(도시 계획, 주차장, 건폐율, 용적율,
조경 ……)에 허가 조건이 있다. 대부분 허가 조건에 욕심을 부리게 된다. 이 경우 개

인의 재산(등기)상에는 이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 전체의 공동체에서 볼 때 큰 손
해가 된다. 예컨대 주차 대수와 조경 면적에 인색하다는 것은 결국 건축 면적의 극
대화는 최악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발코니를 허가에 신청한 후 실제로
거실 확장의 악순환은 삶의 질의 포기다.
즉 무병 장수가 아닌 유병 장수의 공간인 셈이다. 특히 소음, 진동, 빛에 의한 공
해는 힐링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신도시가 구도시보다 나쁠 수 있다. 그래
도 구도시는 전통적인 인정의 경관이 있는데 신도시에서는 잔인한 현대적 경관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전통적 언어 중‘겉벌 안’에서 시사하듯이 인정 넘치는 삶의 공간이 그대로 겉으
로 표출된다. 즉 정情이 담겨진 삶이 표현된다. 따라서 개인의 욕심에 의해서 만들
어진 주택과 마을 그리고 도시는 그 모습이 정겹지가 않다. 기氣가 막힐 뿐이다. 특
히 도시 생활이란 도시민의 사는 방법으로 표출된다. 그것은 지역성을 나타낸다.
나쁜 마음(놀부)과 좋은 마음(흥부)이 함께 살 수 있는 도시와 도시 경관이 되어야 한
다. 그것은 공생하는 삶이다. 그러므로 도시 경관은 분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즉 인간이, 주민이 생태계와 더불어 사는 모습의 집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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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는 성남에서 다시 살련다

위례 신도시에서 위례의 경관이 느껴진다면 이러한 전제는 성남을 탄생시킨 선
구적 삶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공든 탑이 무너질까봐 우려되
기도 하는 마음에서다.
특히 위례 신도시 지역은 남한산을 배경으로 풍수 생태적 공간으로 자연 경관과
현대 경관의 공생은 필수다.
(3) 내가 정의하는 도시의 두 얼굴

더불어 역사 문화적 공간의 조화를 성공시켜야 한다. 즉 이 지역은 구록신홍舊綠新
28

紅

의 경관이 요구된다.

신도시의 새로운 시각(미래형 도시) : 예덕 도시穢德都市와 목덕 도시穆德都市
제언

예덕 도시(DirtyCity)

목덕 도시(HarmonyCity)

환경적으로 접근 방법
문화적으로 접근 방법

더러운 도시
혼탁(동물적) 도시

깨끗한 도시
선비(인간적) 도시

28 옛것은 푸르고 새로운 것은 붉다’
라는 한자문화권의 사상을 기본으로 옛 중국의 문인 조원 수법을 응용하였다. 왕샤

오린(王小璘)의 설계 사상 중 필자가 왕교수의 재직중인 타이완 다이중(臺中)시의 횡챠(逢甲)대학에서 초청강의 전
왕교수의 작품인 학사원(學思園)을 견학하고 귀국 후『환경과 조경』(1989, 158쪽) 전문지에 소개한 바 있다.

제3편_ 미래-도시 성장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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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
보기

10대 역점 사업 143
1960년대 14
200만 호 주택 건설 182
2020 성남 도시 기본 계획 333
3중심 구상 349
4∙19혁명 17
4-H운동 39
5∙4조치 154, 170, 176
5개 신도시 266
6∙25전쟁 15
6대 추진 전략 320
8∙10광주대단지 사건 76
NHN 사옥 225, 240
R&D 연구센터 225
SK케미칼 225, 245

ㄱ
가구수 22, 156
가로망 146
가축 34
갈현동 302
강남권 택지 개발 70
개발 방식 283
건원국제건축 208
건축 222
건축물 240
경기도 건설 종합 개발 계획 188
경기도 성남지구 대책위원회 102
경사 336
경제 334
경제개발 5개년계획 17
고도 제한 188
고도지구 172
고등학교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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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구조 개편 방향 347
공간 구조 구상도 342
공간 구조 형성 전략 326
공공 건축물 227
공공 도서관 209
공공시설 204
공공시설용지 198
공군기지법 188
공급 처리 시설 207
공동 상수도 72
공동 주택 174
공무원수 157
공설운동장 154
공업단지 146
공용 청사 205
공원 202, 221
공원 계획 291
공원∙녹지 체계 350
공원∙녹지 체계 구상도 343
과학박물관 210
광역 전철망 323
광역 철도망 331
광역철도 326
광주군 성남지구 도시건설사업소
161
광주군 중부면 주택 단지 59
광주대단지 12, 42, 54, 62, 112, 139
광주대단지 불하가격 시정대책위원회
90, 92
광주대단지사업소 161
광주대단지 성남지구 환지위원회
64, 87
광주대단지 중앙대책위원회 102
광주대단지 행정기본자료조사 78
광주대단지 현황 79

교육 시설 165, 204, 221
교육 지표 157
교통 187
교통 계획 291
교통망 350
교통영향 평가 196
교통 체계 290
교통 체계 구상도 342
구록신홍 427
구릉지 개발 단면 모식도 177
구호양곡 102
국민임대주택 301
국토종합계획 319
권태준 62
권호경 110
그린팩토리 225, 240
근린공원 204
글로벌 R&D 센터 242
금광시장 226
금토천 28
김건중 88
김상운 124, 129
김영모 130
김종태 110
김종필 123
김창숙 43, 52
김 철 66, 81, 94
김현옥 56, 69

ㄴ
나라기록관 234
낙생농협 37
낙생출장소 162
날개 또는 수갑 107

남단 녹지 162, 292
남한산성 소나무 숲 412
노담 355
노동운동 110
노무현 정부 270
녹색 혁명 20
녹지 202, 221
녹지 계획 291
녹지축 202
농가 166
농기계 31
농사 24
농사원 20
농업 17, 22, 36
농업기술센터 36
농업용수 28
농업 진흥 운동 39
농업협동조합 37
농지개량조합 39
농촌 12, 14, 24
농촌 계몽 운동 39
농촌지도소 36
농촌진흥청 20
뉴 타운 262

ㄷ
다큐 음악극 403
단독 주택 220
대곡교 150
대곡로 80
대봉로 151
대왕농협 37
대왕출장소 162
대원지구 개발 사업 147
대통령기록관 234
대한예수교 장로회 110
대한주택공사 302
도로 교통망 200
도로망 계획도 201
도로 포장 157
도서관 206
도시가스 207
도시 건설 144
도시 경관 385, 396
도시 경쟁력 357

도시 계획 56, 164
도시 공간 281
도시 공간 구조 345
도시 기능 353
도시 기능 분석 360
도시 기능의 건전도 365
도시 문화 392, 396
도시 변천 390
도시 생산 기능 290
도시 정신 397
도시 정책 319
도시 조형 394
도시철도 326
도시 체계 394
도시 형성 135, 161
도시화 경제 255
도시 환경 385
도촌동 302
도촌지구 301, 304
돌마농협 37
돌마초등학교 214
돌마출장소 162

ㄹ
랜드마크 227
레치워스 258
로얄팰리스 225

ㅁ
만남의집 110
매써 366
면답보 28
면적 23
모내기 26
모란개척단 43, 45, 48
모란단지 42
모란단지 사건 48, 53
모란마을 43, 45
모란시장 226
모란전통시장 226
몰스 366
문화 335
문화 시설 206
문화유적 187

미국 국가자원계획국 366
미래 주택 388
민주수호청년협의회 109
민주화운동 110
밀튼 케인즈 260

ㅂ
바즐던 258
박광택 142
박기정 92, 131
박봉준 88, 99
박봉휘 126
박정희 17, 35, 85, 102, 154
박지환 126
박진하 90
박태순 82, 92, 107, 124, 129
방 송 157
백 철 414
백현동 32
벼농사 26
별촌동 소요 사건 107
보상심의위원회 212
보평 28
복정정수장 207
복지 335
복합단지 299
본시가지 264, 400
봇들마을 28
부동산 투기 67
분뇨처리장 건설 사업 150
분당 132, 178
분당 도로망 189
분당선 323
분당 신도시 163, 181, 188, 216,
266
분당 신도시 직할사업단 193
분당저수지 38
분당지구 개발지원사업소 163
분당출장소 163
분양 296
분양증 68, 83
불하가격 시정대책위원회 88
불하 대금 83
비닐 보온 못자리 20

찾아보기

427

ㅅ
사나토리엄 392
사송정수장 207
사회 복지 시설 206
사회운동 109
산림 34
산본 267
산업 334
산업 구조 353, 378
산업 구조 조정 381
산업 도시 257
산업별 특화 도시 368
삼영전자공업사 101
삼우종합건축 208
삼평동 28
상대원시장 226
상생 도시 309, 310
상수도 157
상수도 증산 사업 149
상업 업무용지 198
새마을운동 40
생태 도시 309
생태 시스템 290
생활권 172
서민주택건설 실무계획단 182,
192
석익균 422
선입주 후건설 66, 77
성남YMCA 127
성남교육지원청 214
성남교회 90
성남농협 37
성남단지 60, 115
성남 도시 115
성남 도시 계획 변경 조서 168
성남 도시 기본 계획 113, 140, 292
성남 도시 재정비 계획 172
성남 도시 재정비 계획 총괄도 162
성남산업단지 358
성남시 도시 계획 190
성남시 도시 계획 총괄도 162
성남시립합창단 403
성남시 위상 333
성남시청 227
성남시 탄생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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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아리랑 403
성남아트센터 229
성남제일교회 90
성남종합운동장 153
성남 지역 종합 개발 계획 114
성남 지역 종합개발 추진위원회 104
성남출장소 102, 114, 140, 161
성남 판교 택지 개발 예정지구 272
성호시장 120, 226
세대 163
세입자 213
세종연구소 224
소음 187
송상복 81, 94, 109
수계 336
수도권 159
수도권 5개 신도시 분포도 179
수도권 간선 도로망 324, 330
수도권 간선 전철망 332
수도권 광역 교통망 계획 329
수도권 광역 도시 계획 327
수도권 남부순환선 323
수도권 도시빈민선교위원회 110
수도권 벨트 324
수도권 신도시 179
수도권 전철망 329
수도권 정비 계획 322
수도권 정비 계획법 196
수정구 162
수정구청 401
수정출장소 162
수진리 고개 400
스마트 그리드 394
스마트 도시 관리 시스템 410
스마트 성남 394, 410
스와미 366
스카이라인 291
스카이라인 계획 194
시가지 정비 336
시대적 배경 15
시민아파트 건설 70
시민 의식 122
시민회관 152
시범 단지 208
시 승격 104, 132
식량 증산 17

신구전문학교 414
신기초등학교 214
신도시 179, 251, 287
신도시 개발법 257
신도시건설기획실 192
신동호 82
신분당선 323
신상웅 92
신시가지 개발지구 257
신주택도시 건설기획실 창설준비단
192
신 지역 사회 257
신흥시장 226

ㅇ
아파트 216
아파트 단지 174
아파트형 공장 214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 106,
125
안랩 사옥 244
안성시 137
안철수연구소 판교 사옥 244
알파돔시티 225
앙상블시어터 229
양지 마을 19
양택식 101, 118
언론 157
엄동 107
업무용지 199
에베네저 하워드 257
에코랩 225, 245
여수지구 301, 303, 304
여수지구 도시 개발 연표 305
여의도 시범아파트 57
역사문화 도시 309, 310
연립 주택 219
연주봉옹성 404
오페라하우스 229
용도 지역 338
용지 공급 214
용지 보상 210
용지 취득 212
운중천 28
원예 농업 32

원예업 31
월간중앙 92
위례 신도시 273, 307, 408, 419
위례 신도시 개발 계획 연표 312
위례 신도시 보상 협의 연표 313
위례 신도시 지장물 조사 연표 314
위성도시 143, 149, 159, 257
유지 대회 91
윤홍길 106, 125
율동 19
율동공원 38
음악분수 230
의료 시설 206
이노밸리 클러스터 243
이농 18
이문찬 174
이상민 124
이석봉 104, 142
이재덕 143
이종익 414
이주 단지 223
이주 대책 213
이주민 68, 119
이 집 405
이천시 137
이태영 81, 94
이해학 110
이훈종 422
인구 156, 163, 186, 336
인구수 22, 137
인구영향 평가 196
인구 지표 197
인단예장 424
인문 현황 336
인문 환경 186
일산 267
일시불 상환 조치 83
일제강점기 15
임미리 124, 129
임종원 88
입지계수 366

ㅈ
자연환경 184
자전거 전용도로 209

자족 기능 290
자족 도시 144, 375
자혜지구 66
재래시장 225
재향군인개척단 43
전력 157, 207
전매 금지 83, 85
전매 입주자 69
전성천 90, 109
전원도시 257
전원주택 147
전통 공간 225
접경지구 정화 사업 149
정수장 207
정자환 130
정주성 279
제일교회 90
제조업 376
제조업 기능 건전도 376
조기화 424
조명천 99
조옥라 130
조 은 130
종교 시설 206, 214
종합시장 74
주거 335
주거 단지 223
주거지 167
주거지 형성 과정 174
주거 환경 216, 337
주거 환경 개선지구 지정 현황 337
주민교회 110
주민 구성 116
주민 궐기대회 92
주상 복합 아파트 216
주택 175, 336
주택 건설 200
주택 건설용지 198
주택 공급 181
주택 단지 58
주택 단지 경영 사업 161
주택수 156
주택 전람회 208
주택 지표 198
중동 267
중부면 성남지구 161

중앙공원 203
중앙시장 226
중원구 162
중원구청 402
중원출장소 162
중학교 221
지목 변천 165
지방 자치 335
지붕 개량 385
지세 184
지역개발 42
지장물 조사 314
지형 184, 336
직선과 곡선 107
직업 세계관 238
진로 설계관 238

ㅊ
차량 157
창백한 중년 107
천막촌 66
철거민 65, 114, 116
철도 326
첨단 생태 도시 309
청계천 55
청계천변 복개 공사 65
청계천 판자촌 84
청소년 체험관 238
청와대 습격 60
초등학교 221
추곡 수매 30
추모재 405
축산업 33
취락 186
취로증 119
침상 도시 257, 374

ㅋ
코리아디자인센터 233
큐브플라자 232

ㅌ
탄천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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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변 202
탄천정수장 207
택지 개발 예정지구 293
택지개발촉진법 181
택지 공급 215, 295
택지 분양 67
택지 조성 64
테크노폴리스 262
토지 매수 62
토지 보상 212
토지 수용령 62
토지 이용 198
토지 이용 계획 290
토지 지목 164
토플러 387
통신 207
투기꾼 68
투쟁위원회 92
특수학교 221

ㅍ
판교 개발 계획 292
판교도서관 232
판교박물관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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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생태학습원 239
판교 신도시 224, 270, 288, 403,
403, 418
판교 신도시 연표 297
판교역 272, 281, 407
판교지구 287
판교지구 복합단지 299
판교테크노밸리 224
평촌 267
표고 336
표준 도시 152
표준편차 367

ㅎ
하대원시장 226
하동근 81, 107, 124
하수종말처리장 207
하수 처리 207
하천 34
하트숀 355
학교 214
학교수 166
학생수 166
한강 개발 70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124
한국디자인진흥원 233
한국 야생화공원 209
한국일보 95, 124
한국잡월드 237
한국토지공사 192, 214
한국토지주택공사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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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건축 208
한춘섭 422
해동여지도 281
행정 구역 139
현대 건축 223
현대산업개발 208
현대시장 226
현영조 424
화랑보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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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링 아트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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