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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설계에 대한 논의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도시조직의 기능과 효율성, 경쟁력을 높이려는 플랫폼의 

구축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도는 자연환경의 훼손, 불균등

한 공공 기반시설의 접근과 분배,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경

제적인 불균등에 따른 공간적인 분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

을 제안하기도 하며, 그동안 분리되어 생각되어왔던 여러 복합

적인 프로그램의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기술과 아이디어, 환경에 관한 관심이 생활권의 네트워크 강화

와 통합적인 공공서비스를 통해 거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새로운 도시 성장의 가능성을 찾는 프로젝트가 중국 대도시 외

곽의 농촌 지역에서 ‘신 도시화 계획’을 통해 동시에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징진지 지역의 중심 도시인 베이징-텐진 수도

권의 도시 확장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문제점을 연구

하여, 새로운 도시정책 변화를 통한 대도시 인근 농촌 지역의 

개발특징과 지속 가능한 신도시 설계의 주요 고려사항을 그 구

체적 계획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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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징진지 지역은 중국의 3대 도시군1) 중 하나로 중국경제의 

26%를 차지하는 보하이 림 경제구역의 핵심지역이지만, 상대

적으로 뒤처진 도시화는 베이징, 텐진 등 주요 대도시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2) 이에 따라 베이징을 전략

적으로 국제적인 항구도시인 텐진, 탱구와 연결하는 경제벨트

를 구성하고,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의 확충과 함께 

1) 비교적 성숙도가 높고 발전 속도가 빠른 곳은 상하이-난징-항저우축을 중심
으로 하는 장강삼각주 도시군과 홍콩-션전-광저우축을 중심으로 하는 주강
삼각주 도시군, 그리고 베이징-텐진축을 중심으로 하는 징진지 도시군이 
3대 도시군이다.

2) Urban China, Toward Effic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Urbanization, 
World Bank Group,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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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re Cities in 
Jingjinji

 b) New Towns & Beijing Greenbelt

Fig. 1. Jingjinji Regional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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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외곽지역의 개발 계획이 진행되어왔다.3) 지속적인 도시

화와 광역체계 건설을 통해 미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

며, 대도시 인근 저개발지역의 전략적 특성을 고려한 현대화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4) 아울러 기존세대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지속적인 정주 환경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지침과 마스터플랜을 통한 개발방식을 

기반으로, 각 중심 도시가 갖는 경제, 사회적인 특징을 더해, 
보다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접근방법 등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가 진행되고 있다.5) 본 연구는 비교적 단기간에 다양한 도시계

획 기법이 적용된 지역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확장 위

주의 도시화 정책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 단위 개발 계획의 

특성이 강조된 ‘신 도시화 계획’의 주요 특징을 문헌을 통해 살

펴보고, 본 연구자가 계획에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 중 건설되

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초기 계획안의 설계도서 분석과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적용된 계획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수도권 개발정책 및 방향연구

신 도시화 계획지침 분석

수도권 외곽 농촌 지역 개발요구

경제적 필요성

사회적 요구

환경적 고려

사례분석 및 비교

계획의 주요 특징 및 제안

도시화의 문제점 분석

텐진 위지아푸 개발계획베이징 차오양지구확장계획

Fig. 2. Structure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2. 이론적 고찰

2.1 베이징 수도권의 도시화에 관한 연구의 동향

1996년 이후 급격히 진행된 제3차 도시화가 도시 및 경제성

장의 주요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농민공의 도시 이주는 9차 

5개년 계획(1996-2000) 이후 상대적으로 느슨한 대도시 개발 

규제와 더불어 수도권 외곽지역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으며, 도
시화를 통한 경제혁신의 잠재력을 키워왔다. 하지만, 곧 급격

3) Jingjinji Development Plan, 2014 에서는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을 ▫서·
북 지역, ▫중부지역, ▫남부지역, ▫동부 연해 지역 등 총 4개로 구분하여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발전 전략을 추진. 서·북쪽 지역 (청도, 장자커
우)은 생태 보호 및 관련 산업, 남부지역(스자좡, 바오딩, 창저우)은 제조업과 
농업을, 동부 연해 지역 (친황다오), 탕산, 톈진, 창저우)은 항구산업을 주요 
발전 분야로 추진하고, 중부지역 (베이징, 톈진, 랑팡, 탕산)은 지역의 구조 
최적화에 집중계획. 4대 지역별 발전 전략 외에도, 3대 중점 개발구로 베이징 
중관춘, 톈진 빈하이신구, 허베이 차오페이뎬 공업 구가 선정. 

4)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the State Council, World Bank Group, 
Urban China, 2014

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 13차 5개년 규획기간의 지역별 정책 방향: 환발해
지역, KIEP, 2016

한 도시화를 통한 문제점이 드러나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는 

과학적인 도시계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첫 국가적 규모의 도

시화 계획지침이 제시되었다.6) 2011년 도시화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도시환경의 문제점과 거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관

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주일영, 안건영은 2005년 11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효과를 

중심으로 베이징 인근 신도시의 산업분산에 따른 인구 변화에 

관한 효과에 대해서 정리하였다.7)

박종기는 베이징의 도시화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고. 이와 

함께 네트워크를 통한 대도시와 주변 도시의 공간적, 경제적인 

연결특징과 광역 도시 군을 구축하는 형성체계를 통해 도시화

의 전개 과정을 연구하였다.8)

Fig. 3. Hub Cities Leads China’s Urbanzation

월드뱅크 그룹의 Urban China, 2014 는 중국 내 도시화의 사회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거주민을 위한 도시화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자 도시화의 문제점과 개선을 위한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Urban Land Institute, Mainland China Real Estate Markets 

2013, 에서는 중국 내 주요 도시의 ‘City Livability’ 지수를 발표

하고 있다. 도시의 질을 정량화하고, 각 주요 도시의 삶의 질을 

비교·분석하였다.9) 
MGI 보고서; Preparing for China’s Urban Billion, 2009 는 도

시화를 4개의 유형; 허브 앤 스포크, 슈퍼도시, 분산된 성장, 마
을화로 구분하고, 중국의 도시 성장을 전망하였다.10) 

2.2 도시화 정책의 변화와 수도권의 개발 

베이징 주변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 처음으로 8% 
아래로 진입하면서, 도시화를 통해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내

수중심 경제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내 서비스와 복지 등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농간 빈부격차 해결

을 위해 교통과 통신 등 인프라의 개선과 수자원과 에너지 등 

6) China National Human Development Report 2013, Sustainable and Livable 
Cities; Toward Ecological Civilization, UNDP China, 2013

7) 주일영, 안건혁, 북경 수도권 신도시 개발 효과에 관한 연구, 인구-산업분산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2007

8) 박종기, 중국의 도시화 과정과 도시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 제306호, 2014

9) 베이징은 36개 조사 대상 도시 중 31위로서 최하위 권을 기록하고 있다. 
10) McKinsey Global Institute, Preparing for China’s Urban Billion, 20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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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도시구조 개편을 유도하고 있

다. <Table 1>은 지속 가능한 도시건설을 위한 ‘신 도시화 계획

지침’의 주요원칙과 특징을 요약하였다. 이 원칙들은 수도권의 

재개발에 중점적으로 시범 적용되며, 진행 과정에 따라 구체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원칙 구체적 이슈와 특징

배치원칙

자원의 활용을 고려한 거시적인 배치

정보와 교통 네트워크의 통합

도시 클러스터를 위한 과학적인 계획

개발용지의 엄격한 관리와 기본 농지의 보존

도시개발 경계의 조절

밀도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구조 변화

국가 소유용지의 효율성 증대

환경개선

도시화 과정과 생태계 보전의 완전한 통합

생태계 훼손 최소화한 친환경 개발의 증진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발

저 탄소 개발

집중적이고 경제적인 토지, 물, 에너지 활용

효율적인 도시 관리체계

문화계승

지역적 차별성 부각

형태의 다양성 추구

역사적 기억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도시건설

지역적인 경관과 국가적 특징을 고려한 독특한 도시개발 

패턴개발

경제성과 

공공성

시장경제와 정부지침의 균형

중앙정부의 전략적인 개발 계획 수립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지방정부의 혁신적이고 새로운 형태의 도시화 

시장경제 중심의 개발 계획의 수립

우수한 공공서비스의 제공 

Table 1. Main Characters of the China New Urbanization Policy

2.3 대도시의 구조변화와 특성화 신도시 개발

징진지 계획에 따른 베이징과 텐진의 도시개발 방향은 ‘특
성화’와 ‘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13차 5개년 계획11) 기간 

동안 ‘징진지 협동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특징적 사

업을 중심으로 경제구조를 개편하여, 대도시 주변 신도시와 농

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대도시 내

부의 물리적 구조개편을 통해, 삶의 질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 

향상을 꾀하고 있다.

Fig. 4. New Town Development Strategy for Beijing Metropolitan

11) China’s NPC Approves 13th Five-year Plan,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2016

베이징시는 과도한 도시집중으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해, 
기존 농촌 생활중심지의 중밀도 개발, 확장된 그린벨트 구축, 생
태환경개선, 통합된 교통 네트워크 구성, 역내 발전격차 해소 등

을 목표로, 전통 제조업 및 비수도 기능의 도시 외곽지역 이전을 

비롯한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첨단산업을 위주로 정치. 문
화. 국제교류의 중심으로 도시기능을 재편하고, 2030년까지 상

주인구를 2,300만 명 이내로 통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의 

행정 중심 또한 도심 외곽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여, 과밀화된 

도심의 기능을 분산하고, 주요 2차 산업단지를 징진지 주변 신

도시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수도권 환경개선을 계획

하고 있다.12) 아울러 낙후된 농촌 중심지역의 재개발을 통해 균

형발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절대농지의 보존과 함께 도시 관리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진행 중이다.

a) Bohai Economic Rim b) Beijing-Tianjin Supercity Concept

Fig. 5. Regional Urban Growth Strategy of Bohai Economic Rim

톈진시는 선진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시험구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제도

혁신 및 “중국제조 2025”와 연계하여 차세대 제조업을 위한 산

업지구 확장 및 물류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금융지구 개

발, 또한 기존 도심의 생활을 질을 향상하기 위한 문화지구 건

설을 위해 기존 중화학공업 단지와 오염된 농지로 구성된 위지

아푸 지구에 친환경 미래도시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3. 징진지 개발의 요구와 계획

3.1 경제적 요구

베이징 수도권이 완만한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수출과 소비 위주의 경제구조를 개편하

고 지속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수도권 외곽 농촌 지역의 

도시화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개선과 교통/통신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개선을 통해 투자를 다각화하고, 대규모 단일 투자방식

에서 벗어나, 다양한 규모의 개발을 장려하고 지역적 특색에 맞

는 전략적 개발을 통해, 수도권과 주변 도시의 균형발전을 추구

하고 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매년 10.6%의 가파른 농촌인구

의 도시 유입과 수급 불균형에 따른 집값의 급등은 많은 사회문

제를 일으키며 수도권 경제성장의 장애가 되고 있다.13) 2020년 

51%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는 중산층의 증가는, 도시화에 의

한 자산의 증가와 새로운 소비산업의 발달을 통해, 현재 40% 

12) SOM, Beijing - Tongzhou Administrative Sub-Center Plan, 2016
13) Th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the PRC, The Sixth National Population 

Censu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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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3차 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생활의 

질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3.2 사회적 요구

도농 간 3배 이상 벌어진 경제적 수입의 차이와 교육시스템

의 불균형은 급속한 수도권 인구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

다. 하지만, 호구 시스템에 따른 이주민과 거주민의 경제적, 사
회적 차이는 더 심해지고 있으며, 도시운영 및 관리의 혁신 부

족은 도시의 효율을 높이는데 주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에 따라 도심지 인구 유입 조절을 위한 베이징-텐진 주변 자립 

도시(구안 공항신도시, 통조우 행정 신도시, 랑팡 테크파크, 보
하이 혁신지구, 창핑 과학도시, 텐진 생태도시, 텐진 문화도시 

등) 개발과 함께, 기존 도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중

심의 고밀도 복합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3.3 자연자원과 환경에 대한 요구

대부분의 중국 대도시들이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베이

징 지역은 현재 4번째로 심각한 수자원 수급불균형을 겪고 있

으며,14) 도시민의 생활 질을 위협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지
하수 사용의 증가는 베이징 중심지역에 매년 11cm가량의 지반

침하를 일으키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요 기반시

설 침수 또한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물 사

용 규제와 함께, 도시계획 단계에서 ‘Sponge-City’15) 개념의 도

입, 유효자원을 고려한 개발 총량제, 도시녹지율의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토지활용도 향상을 통한 통근 인

원 저감과 차량통행 최소화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다. 

4. 사례분석 및 비교

도시개발의 특성상 최근 베이징 수도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도시화 사업을 균등한 지표로 분류하고 성격을 규정하

는 데 한계가 있으나, ‘베이징-텐진-허베이 공동발전계획’에서 

논의된 주요 핵심지구 중에서 도시의 경제와 문화 활동의 중심

으로 기능하며, 비슷한 시기에 계획되었으나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베이징 차오양과 텐진 위지아푸 CBD 프로젝트 비교를 통

해, 도시 계획적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4.1 베이징 차오양지구 확장계획

중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베이징 차오양지구는 비즈니스, 서
비스, 문화 중심지역으로 외국계 회사가 대거 밀집해 있으며, 

14) 도시의 1인당 물 소비량을 고려하면, 베이징은 174 l/d 그리고 텐진은 
138 l/d 로 중국 평균 366 l/d과 한국의 333 l/d (2010년 기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15) Sponge city는 빗물을 개발 부지 내에서 흡수하여 하수 배출시설을 
줄이고 홍수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화된 도시이다. 베이징 대학교수이자 
Turenscape 창업자인 Kongjian Yu 의 제안으로 2015년 도시계획정책으
로 채택되었다.

금융, 보험, 증권 등 기관과 국유 핵심기업이 집중되어 그간 꾸

준히 확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으며,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

승은 대기오염 문제와 함께 주요기업의 도심 이탈을 초래하고 

잠재 성장률을 떨어트리는 주요요인으로 지적되어, 2008년 베

이징 도시계획국의 주도로 기존 CBD 동쪽으로 305ha 이르는 

지역의 확장 계획안을 국제 설계공모로 결정하였다.16)

a) Beijing CBD 
Expansion and 

Greenbelt System

 b) Transit Connection 
to Airport

c) Eco-corridor Links 
Neighborhoods

Fig. 6. Chaoyang District Masterplan (SOM, 2008)

(1) 경제적 요구

국제 업무용지의 부족과 주거공간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

고, 중산층의 거주성을 증진하기 위해, 기존 주거단지를 고밀

도 복합용도로 계획하였다. 토지이용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절
약·집약 이용토지규정’을 통해 시장경제에 따른 유상이용 토지

가격을 책정하고 복합 고밀도 도시개발을 장려하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도심지 인구 유입으로 인해 2000년대 

이후 3배가량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17) 심각한 소득불균형을 

일으키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2) 사회적 요구 

복합적 토지이용과 지역과의 연계를 위해, 부지의 20% 이상

을 Green Corridor와 근린공원으로 할애하고, 이를 자전거와 보

행 중심공간으로 구성하였다. 남동 측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를 

이전하여 문화공간으로 재구성하고, 지하철을 비롯한 대중교

통 중심으로 재편하여 삶의 다양성과 질을 증진하고자 하였다. 
또한, 베이징 기존도시 블록은 400m 이상의 슈퍼블록과 넓은 

도로 위주로 구성되어 연결성이 매우 불리하고 이로 인한 계층 

간 공간적 분리가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작은 블록18)은 새로운 도심 개발을 위해서 융통성 있는 옵션을 

제공하여, 보다 활력 있는 가로공간을 제공한다. <Fig.7, a> 또
한 작은 블록은 보행 접근성을 향상시켜 경제 계층 간 구별된 

이웃을 통합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심 내 교통 허

브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주거와 소규모 복합

시설을 배치하고 스마트 교통, 통신 관리시스템<Fig.7, b>으로 

통합관리 하게 된다. 

16) SOM, Beijing CBD Eastern Expansion Plan, 2008
17) China Index Academy, 2014, 06
18) 최근 시행되는 도시설계 프로젝트의 경우, 베이징시는 주거지역은 대략 

250m, 상업지역은 150m마다 공공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 또는 보행로를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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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ighborhood Parks and 
Small Block

b)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and Smart 
Urban Infrastructures

Fig. 7. Flexible Urban Framework Plan 

(3) 자원과 환경의 고려

“Green Core”로 불리는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지역 전체의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생활폐기물 및 냉난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열 교환시스템을 기존도

시 중심지역까지 확장하여, 규모에 따른 관리 효율성을 높이

고, 개별 건물의 이용 효율 향상과 기기의 교환 및 운영을 고려

하여 계획하였다. 또한, 역사적 시설물인 출판 지구를 녹지시

스템과 연결하여 공공에 열린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각 지구별 

특색 있는 공원을 조성하여 커뮤니티의 중심공간으로 조성하

였다. 상호 연계된 Smart Grid System <Fig.8>을 도입하여, 4개
의 지구별 통합관리 허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

설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개별 시설물의 관리 에너지를 절

감하고 지역민의 체험, 교육 장소로 계획하였다.

Fig. 8. Smart Grid Network System

4.2 텐진 위지아푸 지구 개발 계획 

텐진 빈하이신구는 베이징과 함께 징진지 지역의 공업 및 

금융 중심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안 물류 운송을 중심

으로 중국의 신흥 경제 중심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에 

이르는 대단위 개발의 시간적 편차와 구간별 개발 계획에 따

라, 도시화 진행 과정에 따른 유기적 대응이 계획 초기부터 고

려되었다. 

a) Binhai District Transportation 
Network

b) Yuijiapu District Transit Network

Fig. 9. Transit Systems and Development in Yuijiapu District

(1) 경제적 요구

텐진 빈하이신구 내 동측에 위치한 위지아푸 지구는 화학단

지와 재래식 중공업 위주의 기존 산업단지가 농지와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주거와 금융, 물류, 중심상업지역으로 재편되고 

있다. 최근 개통된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통해 베이징과 30분 

이내에 연결되고, 하이헤 강의 수상교통을 통해 보하이만으로 

직접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에 있다. 또한, 열악한 베이징 도심

의 접근성과 높은 지가에 비해 베이징 제2 신공항을 통한 높은 

접근성과 항만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과 구조 재편에 주력하고 있다.

a) Transit Hub in Central Park  b) 6 Development Zones

Fig. 10. Expanded TOD Concept to Local Neighborhoods

(2) 사회적 요구

복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기존 주민과 유입 주민의 공간적 

통합을 유도하고, 도심 중앙공원 지하에 위치한 고속철도 교통 

허브를 중심으로, 지하철, 노면전차, 2인승 공용전기차 등 대중

교통체계를 통해 특색있는 6개의 도심지구로 구분된다. 지구 

서측에 교통 허브를 중심으로 고밀도 복합업무단지, 동측에 도

심 복합주거단지, 남측에 문화중심 시설을 배치하고, 북측에 

재개발이 예정된 노후 화학단지를 대규모 쇼핑지구와 도심 공

원으로 계획 하여, 다소 무분별하게 개발된 기존 주거단지와 

신도심을 연결하는 매개공간으로 계획하였다. 100m×100m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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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블록 계획을 통해, 프로그램의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

고 소규모 개발 사업이 도시의 구조변화 없이 진행할 수 있게 

계획함으로써 공간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확보하였다. 

a) Land-use Plan b) Design Guidelines along the Main Street

Fig. 11. Density and Height Control for Sustainable Growth

외곽지역과 도심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교통체계에 따른 도

로계획을 갖추고 있다. 지하쇼핑가, 보행로, 자전거로, 노면전

차, 지하서비스 차로 등이 유기적으로 계획되었으며, 업무단지

에서 복합주거단지까지 보행 중심 가로를 통해 연결하고 주변

에 상가를 배치하여, 24시간 생동감 있는 도시공간을 제공하고

자 하였다. 또한,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고속지하차도를 계

획하고 상부를 공원화하여 통과교통에 의한 교통 혼잡과 동서

로 나뉘는 공간의 단절문제를 극복하였다. 

(3) 자원과 환경의 고려

텐진 구도심의 일 인당 녹지의 비율은 10.3㎡로 베이징의 

11.3㎡보다 낮으며19), 두바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친환경 도시

로 알려진 선진도시의 25㎡와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Fig. 12. Major Cities’ Open Space Area Per Capita (Unit: ㎡)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근 제안된 도시계획 지침

을 기반으로20) 전체 355ha의 30%에 해당하는 107ha를 공공공

간으로 할애하고, 전략적으로 공원과 광장을 배치하여, 연면적 

900만㎡ 고밀도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고 활기찬 지상 공

간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변도시의 특성을 살린 연결된 강

19) The State of China’s Cities, UN Habitat, 2013, 2015
20) China Urbanization Plan은 신도시계획 시 일 인당 105~115㎡ 이상의 

계획토지면적을 확보하고, 이 중 2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변공원을 계획하여 하천 범람에 대비하고 다양한 이벤트와 도

시의 상징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이후 추진된 국

제 음악학교 등 문화시설이 공공공간 내에 위치하여 특색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건축물의 상부를 녹지로 

계획하여 전체 녹지공간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3 신 도시화 정책의 도시계획 특징

(1) 개발의 융통성과 경제적 효율성 

수도권의 핵심 두 도시인 베이징과 텐진 위지아푸 중심지구 

개발은 국가적 정책과 징진지 지역발전의 통합적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도시화 문제를 글로벌 도시 경쟁력확보와 지역 

소도시와 연계된 균형발전의 기회로 삼고, 경제발전을 위한 구

체적 계획지침을 기준으로, 공익적이고 친환경적 개발로 정책

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산업구조의 개편에 따른 도시구조

의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탄력 있는 도시계발을 추구하고 있다.

(2) 연결성을 고려한 도시구조의 재설정

전략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개발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주요 공항, 고속철도, 지하철 등 공공교통 시설을 중심으로 산

재한 주변 생활권을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지구 내에서 보행과 

자전거, 소형 전동 이동장치 등 대안 교통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인간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제안하고 있으며 도

시구조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입체적인 가이드라인

을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신 도시화 계획지침’을 통해 

드러난 계획적 특징인 TOD21) 중심개발과 선진도시에 적용된 

‘작은 개발 블록’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Table 2>, 복
합적 토지이용을 통한 효율성 향상과 도심 공동화 현상을 예방

하며, 단계적 개발이 가능한 밀도 높은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3) 친환경 계획과 거주성의 향상

친환경 생태지구(Eco-District) 컨셉을 생활권 내에 도입하여, 
생태환경의 보전, 생태계의 서식환경과 이동성을 보장하고, 정
주 공간의 쾌적성과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기존 도

심의 낮은 녹지비율을 보완하기 위해 수변과 도심 관통 도로변 

유휴지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공간을 제공하고, 근린공원과 생

태 통로를 통해 연결되는 보행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주

변에 문화시설을 적절히 배치하였다. 홍수에 대비한 ‘Sponge 
City’ 컨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반시설의 중복투자를 줄

이고 효율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고, HPD22)시스

템을 활용한 지구 단위 에너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교통, 통신, 지열 교환시스템, 모니터링 관리체계 등을 현대화

하고 도시적 규모에서 운용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자원의 효

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있다.

21)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대중교통센터를 중심으로 개발의 
밀도와 용도 등을 조정하고 보행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계획기법

22) HPD (High Performance Design)은 공학적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과 
통계에 의한 공간성능을 구체화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설계기법 
등을 활용하여, 건축 및 도시의 거주성과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통합적인 설계, 분석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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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 결

본 연구는 그간 징진지 지역 내 대도시 외곽 농촌 지역에서 

급속히 진행되어온 경제성장 위주의 도시 확장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거주민의 삶의 질과 커뮤니티 등에 대한 사회적 고려가 

경쟁력 있는 도시공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여, 지
속 가능한 도시공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결과물로서 새로운 도

시개발 전략 중 하나인 ‘신 도시화 정책’에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도시개발 모델의 주요 계획특

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수의 해외사례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과학적 분석을 통

한 도시 클러스터의 확립과 규모에 맞는 합리적인 도시계획 기

법과 함께 농촌 지역 문화와 전통커뮤니티의 지속성에 관한 관

심은 급속히 성장한 중국 대도시와 주변 신도시의 역사적, 지역

적 특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베이징 차오양지구 

계획안과 텐진 위지아푸 지구 계획안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경

제, 사회, 환경적 요구의 주요 특징을 공평성, 효율성, 지속성, 
혁신성, 안전성 등의 요소로 구분하고 계획적 대안을 <Table 3> 
로 요약하였다.

구분 경제적 요구 사회적 요구 자원환경 요구

공평성
시장경제의 발전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와 빈부 

차이 급증, 집값 급등

이주민과 거주민의 정책적 차별에 따른 도시빈

민층 증가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에 대한 극심한 대립에 따

른 불균형한 자원분배

효율성 경제성장률의 둔화, 효율성의 제고 필요 교육, 의료, 사회보장 서비스의 부족 자원과 에너지 효율성 제고

지속성 저탄소 경제성장 정책에 대한 구체적 대안 필요 저탄소 도시 실현을 위한 생활습관 개도 필요
물 부족, 대기오염, 토양침식, 생산녹지감소, 에
너지 위기 등 인간과 환경의 공존 방법요구

혁신성
사회적 혁신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불필요한 규

제내용의 조정 필요

도시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성과 사회적 요구수용

에 제한적

대체 에너지 활용의 기술적 한계, 기후와 기술개

발의 변화에 대한 적응속도 미온적

안전성
도시화를 통한 지속적 기본 성장률 유지, 도시 

안전방제
음식 안전성 등 기초 사회안전관리 취약 

에너지 공급의 위기, 심각한 물 부족과 오염, 생
태환경의 심각한 훼손

계획적 

대안

도시화를 통한 경제성장 유도, 주변부와 균형발

전, 삶의 질 확보를 위한 문화시설 확충, 도시구

조 재설정과 전략적 배치계획

도심지 인구 유입 조절을 위한 주변 자립 도시개

발, 복합적 토지개발, 혁신적 교통시스템을 통한 

연계, 도시경관의 지역적 특성고려

수자원 재활용과 폭우에 대비한 스폰지시티 컨

셉, 복합 고밀도 개발, 도시녹지율 증가, 차량통

행 저감, 스마트관리기법

Table 3. Considerations and Suggestion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n Sub-urban Area

 베이징 차오양지구 텐진 위지아푸 지구 비고

도시구조 11차 5개년 계획에 따른 도시 클러스터의 중심도시

도심과 관계
베이징 도심지 외곽 5th 순환도로 주

변 저 개발 주거지구
텐진 도심과 항구의 중간 15km 지점 

주요 교통환승센터 중심, 고속철도를 통해 30분 내 연결, 운하를 통한 

수상교통 연결(계획)

토지용도 구 주거/상업용지 중공업 / 화학 산업단지 / 농경지 중심 상업지구, 복합주거단지, 보전녹지

대지면적 

계획인구

305ha (확장용지) 
5만 거주, 15만 업무

355ha
4만 거주, 30만 업무

중심지구 내 상주인구 증가로 24시간 활력있는 공간 창출

연면적 7,094,000 ㎡ 9,000,000 ㎡ 고밀도 랜드마크 지구 

프로그램
교통 통합허브, 국제비즈니스센터, 
주거, 문화, 호텔, 전시, 회의

중심업무단지, 문화 & 엔터테인먼

트, 주거, 교육 시설, 전시, 회의

중심상업, 업무지구와 거주성 향상을 위한 주거와 의료, 교육 시설 

균형

계획개념 국제 금융, 업무 중심, 도심형 주거 거점 금융, 도심형 주거, 물류 중심 고효율 도시상업 중심과 거주공간의 조화

토지계획 고밀도 입체 복합개발 도심형 복합개발, 고밀도 개발 단계별 균형개발을 위한 복합 고밀도 개발

보행 및 

교통계획
대중교통 중심 개발, 보행 및 자전거 

대중교통 중심, 보행 및 자전거 중

심, 대안 교통시스템 도입

고속철도와 연결, 지하철을 통한 주변 지역 연결, 지구 내 보행 중심계

획과 상업지역배치

녹지계획

폭 40~80m 생태 통로를 통해 기존 

중심지와 긴밀한 연결

62ha (20%)

연속된 수변공원, 지구별 근린공원

107ha (30%)
공공공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녹도 시스템 적용. 
1인당 녹지면적의 확대

친환경 계획
지구별 통합관리시스템, 
Green Core 운영시스템

지열 교환시스템 통합관리시스템, 
River water cooling 

생태지구 개념도입

지구 단위 통합관리 시스템

블록구조
상업지역: 120m × 150m
주거지역: 200m 내외

주거/상업지역: 100m × 100m
작은 블록 개념의 도입, 개발의 다양성과 융통성 확보, 차량에 의한 

단절극복, 보행 친화적 가로 디자인

Table 2. Comparison for Major Urban Planning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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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중심의 신도시 계획과 

지방 대도시 주변 혁신도시 등은 기존 농업지역과 촌락으로 구

성된 지역의 사회적, 공간적으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고, 급
속한 신도시 건설과 외부인구 유입은 농촌 지역사회의 커뮤니

티 붕괴와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농촌 지역의 경제, 사회, 환
경적 요구와 특성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해 

<Table 3>에서 언급한 계획특징을 고려한 지역특화 계획이 수

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대도시 베이징과 텐진이 직면하고 있는 거주성의 

악화, 환경오염, 수자원의 고갈, 교통체증 등에 따른 도전을 극

복하고자 ‘신 도시화 계획’과 ‘징진지 개발 계획’에 따른 구체

적이고 실질적인 시도로써, 베이징 차오양지구 계획과 텐진 위

지아푸 지구 계획안을 중심으로 그 계획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 두 사례는 지리적, 경제적 요구에 따른 명확한 특성을 유지

하면서, 기존도시와 대중교통을 통해 긴밀히 연계되고, 새로운 

기반시설의 공유와 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운영과 관리의 

효율을 높이도록 계획하였다. TOD 개념의 확장, 토지 활용과 

기반시설의 조화, 자연자원의 효율적 사용, 친환경 ‘Sponge-City’ 
컨셉의 구체화, 작은 블록과 보행 중심 가로체계의 도입을 통

한 커뮤니티의 거점을 개발하고, 복합적 토지이용 및 다양한 

프로그램, 주거, 상업, 오락, 문화 등의 집적을 통한 사회적 요

구에 대응하는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베이징-텐진을 중

심으로 한 보하이림 지역 경제권의 공간변화의 중요한 벤치마

크 프로젝트로서, 중국의 신 도시화 정책의 기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도시계획 및 설계안의 특징을 징진지 지역에 최근 진행

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지속 가

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경제, 사회, 환경적 요구를 구체화하고 

이를 통합하는 지역 문화적 특징을 세분화하여 계획 대안을 제

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계획된 마스터플랜 계획안의 

분석으로서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대규모 도시개발의 특성상 

향후 개발의 진행에 따른 관찰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

다. 아울러, 동일한 정책을 기반으로 진행한 타 지역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지리적, 문화적 차이에 따른 도시계획 기법의 구

체적 적용방법과 효과에 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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