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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샌디에이고는 전반적으로 중요한 위치와 물리적 토대를 갖추고 있는, 아마도
위대한 도시입니다. 시민들은 도시가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고, 이를
충족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 존 놀렌(John Nolen), 1908
이는 도시 계획가 존 놀렌이 작성한 20세기 첫 번째 위대한 비전 선언의 서문입니다. 그는
인구가 40,000명이 되지 않는 이 젊은 도시를 바라보며 그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놀렌은 샌디에이고의 “모든 지역사회를 넘어서는 영원한 매혹”을 바탕으로, 도심 공공건물
및 더 많은 공터와 공원, 놀이터와 산책로 및 공공 편의 시설이 있는 해안 개발을
구상했습니다. 그는 샌디에이고 시민들에게 풍부한 천연 자산 및 탐나는 기후를 활용하여
도시를 가꿀 것을 권했습니다. 놀렌의 목표는 현재에도 유효하며 이 목표들은 지난 세기에
샌디에이고를 형성한 다양한 계획 결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놀렌의 계획이 수립된 이후, 샌디에이고는 작은 국경도시에서 13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번영한 대도시로 성장했으며, 개성 있고 다양한 주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과
변화는 수많은 계획 비전과 서류를 개발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몇 년간 모든 계획은
어떤 공통된 비전을 공유해 왔습니다. 이는 모든 샌디에이고 시민을 위한 개성 있는 주민
보전 및 양질의 일자리, 주택, 환경 보호 및 증진, 다양한 경제 개발, 효율적이며 유용한
대중교통 시스템, 준수하게 관리되는 공공 설비 및 시스템, 신중한 도시 성장 및 개발 경영을
추구합니다.

샌디에이고 계획의 역사
1960년대, 도시는 제1차 향상 지침과 종합 계획을 준비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1967년 해당 문서를 샌디에이고 제1차 종합 계획으로 시의회가 채택하고
유권자가 승인하였습니다. 1974년, 기획 고문 케빈 린치(Kevin Lynch) 및 도널드
애플리어드(Donald Appleyard)는 그 이름 높은 샌디에이고 마스턴 패밀리(San Diego
Marston family)의 보조금을 통하여 임시 낙원? (Temporary Paradise?)을 설립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연구는 도시와 지역의 자연적 기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성장이 지역 지형을 보완하여 귀중한 천연자원, 샌디에이고의 높은 삶의 질을 보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임시 낙원? 은 1979년 채택된 향상 지침 및 종합 계획을 포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절차에 주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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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지난 20년간 눈부신 성장과 심각한 불황 모두를 경험했습니다. 주거 개발은
마찬가지로 이 기간에 확장된 도시의 관할영역에 도달했습니다. 도시의 경제적 기반은
여행과 군사 방어 시설에서 최첨단 기술 연구 및 제조업, 국제 무역으로 성장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시민들은 수많은 비전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이 성장과 변화에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도시 형태 사업 계획(Urban Form Action Plan), 지역 성장 경영 전략(Regional Growth
Management Strategy), 살기 좋은 이웃 구상(Livable Neighborhoods Initiative), 지속 가능한
낙원을 향하여(Towards Permanent Paradise), 르네상스 위원회 보고서(Renaissance
Commission Report) 외 수많은 문서, 시민 발의, 프로그램을 생산했습니다.
상기 모든 문서에 포함된 계획 원칙 및 공유하고 있는 공통 가치에 기반하여, 2002년
시의회는 1979년에 채택된 향상 지침 및 종합 계획 포괄적 보완 절차를 새로이
이끌어나가기 위해 전략적 프레임워크 요소를 채택했습니다.

새로운 종합 계획
이 새로운 종합 계획은 현재와 미래 샌디에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하는 도시
자체의 요구를 병행하기 위한 정책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서 발생하는
성장을 통해 어떻게 도시가 수많은 지역사회와 이웃 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인
마을들의 도시(City of Villages)를 제공합니다. 이 계획에서는 향후 20년 이상의 샌디에이고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청사진”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10개의 요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종합 계획은 1979년 종합 계획의 다양한 목표와 전략에 기반하고 있으나, 2008년의
샌디에이고와 그 시민들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미래의 성장을 위한 개발 가능한
빈 토지의 부족, 공공시설 기준 미달성, 변화하는 경제 기반 및 주요 환경 문제들이
이것입니다.
놀렌으로부터 한 세기 후, 샌디에이고는 다시 한번 미래를 내다보고 향후 20-50년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도전은 새로운 접근
방식, 건전한 공공 정책, 혁신적이고 성취 가능한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바로 새로운 종합
계획입니다.

샌디에이고 개요
샌디에이고는 2007년 기준 약 130만 명의 인구로 캘리포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미국에서는 8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342.5 제곱마일의 면적으로, 남북으로 약
40마일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만, 석호, 태평양을 포함하는 93마일의 해안선이 있습니다.
고도는 일반적으로 해수면에서 600피트까지의 범위입니다. 최고점은 약 1,600피트 높이의
라 졸라(La Jolla)의 솔레다드 산(Mt. Soledad)과 도시 동부의 코울즈 산(Cowles Mountain)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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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의 지형은 대부분 협곡과 교차하는 메사 언덕으로 구성된 독특하며 다양한
형태입니다. 미션 밸리(Mission Valley)는 도시 중앙의 눈에 띄는 지리적 특징입니다. 또한
도시의 기후는 다소 극적으로 변화합니다. 해안 지역의 여름 최고 기온 평균은 화씨 70도
이하이며, 반면에 내륙 지역 평균은 화씨 80도를 웃돕니다. 강우량은 연간 평균 10인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샌디에이고는 고임금과 저임금 산업이 모두 중시되는 다양한 경제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임금 경제 분야는 전자통신, 소프트웨어, 바이오 기술 및 고등 교육을
포함합니다. 관광업과 방문객 경제 분야는 대다수의 저임금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중임금 일자리가 모래시계형 경제 구조를 초래했습니다. 국방산업은
중임금 일자리를 제공하며 긴 시간 지역 경제의 중심이 되어 왔으나, 현재는 그다지
지배적이지 않습니다. 국방산업 일자리는 지난 20년간 감소해왔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주요 관광지이자 대회 개최지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방문지는 발보아
공원(Balboa Park)과 샌디에이고 동물원, 야생동물 공원, 씨월드(SeaWorld), 카브릴로 국립
유적지(Cabrillo National Monument), 올드타운 주립 역사공원(Old Town State Historic
Park)입니다. 라 졸라 마을과 가스램프 구역 시내(Gaslamp Quarter downtown)또한 인기
있는 방문지입니다.
샌디에이고의 인구는 1940년대에서 1960년대,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구는 대략 1940년에 약 20만 명, 1970년에 70만 명, 2000년에 122만 명
이상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도시의 인구 증가율은 둔화했습니다. 공토의 부족 및 지방
소득에 비해 높은 주택 가격이 최근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구성원은 다양합니다. 비 히스패닉 백인이 인구의 절반 이하를 구성합니다.
인구의 25-30% 이상은 히스패닉입니다. 15-20%는 아시아와 태평양 섬 출신이며, 7%는
흑인입니다. 히스패닉과 아시아인 인구가 더 젊으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비
히스패닉 백인과 흑인 인구는 최근 몇 년 간 정체 혹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전체 평균
연령은 33.5세로 증가했으며, 이는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수가 65세 구간인 점과 궤를
함께합니다. (상세한 인구 통계 정보는 하기 샌디에이고 요약 정보 및 주택 요소 표 8, 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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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요약 정보
물리적 특성:
총 면적:

342.5 제곱마일

위도
경도
해안선:

북위 32.44도
서경 117.10도
70마일

최고점
최저점
평균 고도

코울즈 산 1,586피트
해수면
13피트

인구 동향 (1980 - 2007)
총 인구수

1980
875,538

이전 기간 대비 성장

인구 특성 (2007년 추정)
히스패닉
백인
흑인
아메리칸 인디안
아시안
하와이안 & 태평양 섬 출신
기타
혼혈인
전체 민족 그룹

인구수
360,021
612,953
95,756
4,309
189,384
5,617
3,562
45,145
1,316,837

2030년 인구, 주택, 고용 전망
총 인구수
주택 수
민간 고용

2000
1,223,400
469,689
742,904

1990
1,110,549

2000
1,223,400

27%

10%

전체 대비 비율
27%
47%
7%
<1%
14%
<1%
<1%
3%
100%

2010
1,365,130
518,063
850,543

2007
1,316,83
7
8%

인구수 < 18세
121,939
28,609
26,188
941
40,383
1,588
1,312
17,816
238,776

2020
2030
1,514,336 1,656,257
574,254
610,049
926,382
980,374

% 변화 2000-2030
35%
30%
32%

출처: 샌디에이고 도시 정부 연합(SANDAG) 제공 인구 데이터, 2008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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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프레임워크
우리는 위대한 문화적, 물리적 다양성을 가진 태평양의 도시라는 놀라운
자원의 관리자입니다. 21세기 샌디에이고는 반드시 그 특별한 자연환경과
함께 조화로운 발전을 지속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웃 주민들의 독특한 개성을
소중히 여기고, 평등을 위해 노력하며, 샌디에이고라는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기려야 합니다.
- 전략적 프레임워크 요소 비전 성명, 2002년
샌디에이고는 바다와 해안, 강어귀, 하곡, 협곡과 메사 언덕, 구릉지와 산, 사막이라는
독특하고 다양한 지형으로 구성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형과 도시의 교통망은 각각
고유한 특징, 역사, 규모로 샌디에이고의 지역 사회를 정의합니다. 지역사회와 지형,
교통망의 형성 및 연결은 도시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샌디에이고는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도시이며 태평양 연안의 멕시코와 인접해 있습니다.
경제 및 문화적 국제도시입니다. 과학, 상업, 교육 및 예술 분야에서 특출난 강세를 보이는
창조의 도시입니다. 국방의 요충 도시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지형을 가로질러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샌디에이고 주민들의
도시 계획에 도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종합 계획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유지 서비스 제공, 또한 필요한 경우
샌디에이고의 자연적이자 개발된 환경과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도시 정책을 제시합니다.
지난 2세기 동안 샌디에이고는 자연
상태에 있는 토지로의 확장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도시 역사상 최초로 빈
토지로의 확장 없이 미래 대부분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종합 계획입니다. 이는
샌디에이고를 가장 잘 정의하는 요소들을
유지하면서 도시가 성장하는 방법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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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획의 역할과 목적
도시 종합 계획은 개발을 위한 연방 헌법입니다. 이는 모든 도시 토지 이용 결정이 기반으로
하는 토대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의 비전과 가치를 표현하며, 공공 및 민간 모두의 미래 토지
이용 분배에 관한 공공 정책을 구현합니다.
각 도시의 주 법률은 그 도시의 미래 개발 및 정기적인 계획 보완으로 지속적인 타당성과
가치를 보장하는 지침을 지시하기 위해 각각의 도시가 종합 계획을 채택하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7가지의 필수적인 요소를 포함해야만 합니다. 토지 이용, 유통, 주택, 환경
보존, 소음, 열린 공간 및 안전. 그러나, 주 법률은 해당 도시의 필요를 최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해당 요소의 존재와 기타 요소의 추가를 유연성 있게 허용합니다. 샌디에이고 종합
계획은 아래 10가지 요소를 통하여 주 정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합니다. 토지 이용과
지역사회 계획, 기동성, 경제 번영, 공공시설, 서비스와 안전, 도시 설계, 오락, 역사 보존, 환경
보존, 소음 및 주택. 필수 및 기타 요소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부록 A. SF-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법률은 내부적 일관성을 요구합니다. 이는 종합 계획의 구성 안에 있는 방침이
타 요소와 상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떤 요소도 타 요소를 우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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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 시 종합 계획 • 2008년 3월

전략적 프레임워크

마을의 도시 전략
마을의 도시 전략은 지역 운송 시스템 강화와 연계된
보행자 친화 구역인 다목적 활동 센터를 통한 성장에
집중합니다. 이는 2002년 종합 계획의 전략적
프레임워크 요소 중 하나로 처음 채택되었습니다.
이는 3년간에 걸친 집중적인 공공 협력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습니다. 본 전략은 샌디에이고의
자연환경, 주민, 상업 중심지, 기관 및 고용 중심지의 강점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전략은 도시
및 다양한 지역사회의 경제, 환경, 사회 건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샌디에이고의 독특한 지역 및 도시 전체를 함께 형성하는 열린 공간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마을” 은 주거, 상업, 고용 및 시민 이용을 모두 나타내며 통합하는 지역 공동체의 다목적
중심지로 정의됩니다. 각각의 마을은 어떤 지역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지에 따라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모든 마을은 보행자 친화적이고 매력적이며 접근하기 쉽고, 멋진 거리와
공공 공간으로 특화되어 있습니다. 공공 공간은 마을마다 다양한 형태이며,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공공 공원이나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마을은 각기
다른 소득과 필요를 가진 사람들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주택 형태를 제공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을들은 지역 교통 시스템의 확장을 통해 서로 이어질 것입니다.
마을의 도시 전략 시행은 마을 부지의 지정 및 개발에 달려 있습니다. 마을 부지를 지정할
때는 성장 가능성, 기존 및 미래의 공공시설, 교통 옵션, 지역 공동체의 특성, 환경적 제약 등
고려되어야 할 수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마을 경계, 명확하고 다양한 용도, 건물 형태,
필요한 공공시설, 그리고 제안된 마을 지역 내의 공용 공간 유형은 지역 공동체 계획의 보완
및 개정을 통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마을 형태와 개발 구역의 체계는 다음 장에 서술됩니다.

교통과 토지 이용 계획
마을의 도시 성장 전략 시행은 교통 및 토지 이용 계획의 긴밀한 연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전략은 간결하고 다양하게 이용되면서도 지역 교통 체계를 통해 도보로 움직일 수 있는
마을을 목표로 하는 재개발, 공간 활용, 새로운 성장을 요구합니다. 마을은 반드시 개인의
교통수단 선택권을 늘려야 하며, 자동차뿐 아니라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통해 여행하는
사람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설계를 통하여 교통수단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주거지와 근무지, 쇼핑과 오락의 장소를 이어주는 대중교통 정류장에 밀접한
집중적인 개발과 밀도는 더 많은 사람이 교통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비용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의 확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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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小) 구역 고용 지역은
기업 혹은 다중 이용 사무실,
공업 시설, 소상공 용도 및
일부 인접 다세대 주거
용도를 포함하는 주요 고용
지역이자 상업 지역이거나
혹은 어느 한쪽입니다. 현재
소(小) 구역 고용 지역은
미션 밸리(Mission
Vally)/모레나(Morena)/그
랜트빌(Grantville) 및
대학가/소렌토
메사(Sorrento Mesa)
구역입니다.

도시 마을 중심지는 소(小) 구역 고용 지역 내의 더
높은 밀집 교점입니다. 이는 도보 이동 권장 및
대중교통 수단 지원을 위하여 공공장소와 통합된
고용, 주거, 상업 및 시민 이용을 더욱 집중적으로
집결합니다.

샌디에이고 시내는 21세기의
샌디에이고 지역 개발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시내는 행정, 법률, 문화
및 오락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편리하고 광범위한 교통 연계를
제공하며 흥미로운 보행 환경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SF-4

지역 공동체 및
이웃 마을
중심지는
거주민과
방문객이
함께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복합 상업 및 주거
지역입니다. 이들은 교통을 위해
지역을 단계화합니다. 지역 공동체
및 이웃 마을 중심지의 크기는 몇
에이커에서 100에이커 이상으로
다양합니다. 지역 마을 중심지는
이웃 마을 중심지보다 더 넓은
범위에 기여하며 더 중요한 고용
요소를 갖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생기와 활력이 가득한 보행자
친화적이고 여러 소규모 사업과 식당, 주택의
본거지가 되며 빠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지구가 있습니다. 운송 지구는 여유로운
운송 서비스를 통하여 지역 고속도로 체계에 더
낮은 영향을 주면서도 가치 있는 새 주택의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일부 지구는 재활성화를
통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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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용도 상업 지구의 주택은 사람들에게 근무지
근처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인근 가게와 서비스 이용 촉진에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마을의 도시가 토지를 이용하는 양식은
교통 및 토지 이용 계획 모두입니다. 교통 및 토지
이용 계획의 통합은 운송/토지 이용 연결
지도(운송 요소, 그림 ME-1 참조)에 그려져
있습니다 본 지도는 해당 지역에서 빈번한 기존
및 계획된 운송 서비스를 따라 기존 및 공동체
계획으로 지정된 활동 중심지, 상업 중심지 및
지구,
그리고 다세대 거주 구역을 정의합니다.

지역 계획/자치 구간 조율
지역 조율은 효율적인 토지 이용 및 교통 계획, 지역 서비스 시설에 대한 투자 및 여러
자치구에 걸쳐 있는 열린 공간 보존을 이끌어나가기 위해 필요합니다. 샌디에이고 시는
한층 더 높은 공통의 목표를 위하여 지역 도처에 있는 샌디에이고 자치회, 샌디에이고 통합
항구 지역, 샌디에이고 도시 정부 연합(SANDAG), 샌디에이고 자치 구역 공항 당국, 부족
정부 및 이외 다른 지역 정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시는 샌디에이고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 규제, 예산안 문제에 관련하여 주 및 연방 대표 및 국경/양국 문제에 대한 멕시코 내
상대방과 함께 일합니다.
SANDAG는 지역 조율 활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SANDAG는 이 지역 19개 지방 정부의
회원 기관으로 구성된 지역 교통 및 계획 기관입니다. (이동 요소 논의 참고 바람) SAMDAG은
샌디에이고 시의 주요 관심사를 SANDAG 이사회에서 근무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투표,
SANDAG 자문 위원회 직원 참여 및 해당 과정에 대한 직접적 시민 참여를 통하여 대변합니다.
샌디에이고 시는 독립된 자치기관인 SANDAG과 협력하여 성장 및 주요 도심의 발전에
필수적이며 점진적인 토지 이용 계획 결정에 매우 중요한 교통 프로젝트를 반드시 계획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SANDAG 이사회는 2004년 샌디에이고 지역을 위한 전략적 계획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지역 종합 계획(Regional Comprehensive Plan/RCP)을 채택했습니다. RCP는 도시와
자치구의 거주지와 지역 내 고용 집중 증가 및 최고의 기존 및 미래 운송 연계와 중요 공공
구역 보호를 장려합니다. RCP는 통합 지역 인프라 전략을 포함하며 주택, 경제적 번영,
주거지 보존 및 환경 자원 보호 주제 등의 다른 여러 가지 지역 계획을 다루는 통합 문서
역할을 합니다. RCP는 샌디에이고와 인접한 자치주와 부족 정부 및 바하 칼리포르니아(Baja
California) 북측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 종합 계획은 RCP를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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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원칙
샌디에이고 종합 계획은 샌디에이고 계획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며 본 개발을 이끌어
나가는 중심 가치를 반영하는, 아래 기본 원칙을 통합합니다.

1.
2.
3.
4.
5.

공원, 협곡, 하곡, 거주지, 해변, 바다로 이루어진 열린 공간 네트워크
열린 공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형성된 다양한 주거 공동체
공동체 내부에 있는 다양한 규모의 편리하고 도보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 마을
강력한 경제를 위한 고용 중심지
보도, 자전거 전용 도로, 운송로, 차도, 고속도로 등 효율적으로 공동체 및 마을을 연결하고 고용
중심지로 이동할 수 있는 통합 지역 교통 네트워크

6.

도시의 인구 및 노동자, 방문객이 이용하기에 품질이 좋고 이용에 적합하며 잘 유지되고
있는 공공시설

7.
8.

우리의 유산을 존중하는 역사적 지역 및 유적지
모든 샌디에이고 시민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 전체의 책임을 분담하는 균형 잡힌 지역
공동체

9. 청결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10. 높은 심미적 기준.

보완된 종합 계획은 상기 체계화된 원칙을 종합
계획안의 10개 요소에 포함되는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현재 개발 가능한 도시 공토가
4% 이하이기 때문에, 도시의 정책은 어떻게 공토를
개발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기존 지역 공동체에
재투자할 것인가로 쟁점이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은 마을 중심지 안에서 발생하는 각기
다른 규모의 주택, 소비, 근로, 교육, 시민 이용의
결합을 강조할 수 있도록 개발 구조의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본 전략은 마을
중심지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유도함으로써 기존의
주거 지역 근교 및 공용 공간을 보존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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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획의 지침 원칙은 전략적
프레임워크
요소
비전
성명
및
샌디에이고의 물리적 환경, 경제, 문화와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가치”에
기반합니다. 이 가치는 40명 이상의 각기
다른 유수의 배경을 갖춘 개인이 함께하는
전략적 프레임워크 시민 위원회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추가로, 본 전략적
프레임워크 요소 비전에는 공청회, 공개
워크숍, 지역 계획 그룹 회의, 공개 포럼 및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천 명
이상이 가치 있는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지역사회 계획 그룹은 지역 계획 위원회의
회원으로서 자체 회의를 통해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핵심 가치 전체는 종합 계획
부록 A, SF-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SFE 개발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은
부록 A, SF-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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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요약
토지 이용 및 지역사회 계획 요소
목적
우리 지역 사회의 삶의 질을 유지 혹은 강화하면서 미래의 성장 및 발전이 지속 가능한
시 전체의 개발 방식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기 위함.
토지 이용 및 지역사회 계획 요소 (토지 이용 요소)는 샌디에이고의 지역 공동체 계획
프로그램에 포함된 마을의 도시 전략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을 제공합니다 본 요소는 시
전체에 적용되는 토지 이용 문제를 다루고, 지역사회 계획 프로그램을 토지 이용 지정,
지역별 권고 사항 명시, 필요에 따른 시 전체 정책 정비로 체계화합니다. 본 토지 이용 요소는
개별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 공동체 계획의 준비를 다루는 정책 방향을
포함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본 요소는 영역 설정 및 정책의 일관성, 계획의 수정 절차,
정책 합병, 공항 토지 이용 계획, 지역 공동체 조율, 균형 개발 및 환경적 정의를 다룹니다.
또한 토지 이용 요소에는 캘리포니아 연안관리법(California Coastal Act) 및 해당 법률의
샌디에이고에서의 시행, 1985년의 성장 계획 관리 제안서 A의 역사 및 시행에 관한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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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이용 및 도로 체계
토지 이용 요소는 토지 이용을 아래 7개의 종합 계획으로 범위화합니다. 공원, 공용 공간,
오락, 농업, 거주지, 상업 고용, 소매, 서비스, 산업 고용, 교육, 공공 및 준 공공시설, 다목적
시설. 이 토지 이용은 토지 이용 종합 계획 및 도로 체계 지도에서 나타납니다(접혀 있는 지도,
토지 이용 요소, 그림 LU-2, 토지 이용 종합 계획 및 도로 체계 지도를 확인하십시오.). 이
지도는 해당 종합 계획에 따른 도시의 개발로 인한 차량 운송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로 체계 계획,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간선 도로 및 집산 가로를 정의합니다.
이 지도는 각각의 지역 공동체를 위하여 채택된 보다 상세한 토지 이용 및 순환 시스템
지도의 종합에 기초합니다.
7가지 토지 이용 항목은 토지 이용 분포에 대한 도시 전체적이며 전반적인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종합 계획은 공동체 계획 업데이트 및 개정에
적용되는 26개의“지역 공동체 계획 지정 사항 권장”을 명확히 합니다. 이 26가지 지정
사항은 유사한 개념을 공유하는 160개 공동체 계획 지정 사항 분석에서 도출되었습니다.
표준 지정 사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동체 계획이 공통 용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고, 이로 인하여 도시 전체 토지 이용 분석 및 지역 프로그램 측정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계획
샌디에이고 시는 50개 이상의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토지 이용 요소, 그림 LU-3, 계획 구역을
참고하십시오). 지역 공동체 계획 프로그램은 1960년대에 최초로 채택된 공동체 계획을
시작으로 길고 다양한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각각의 서류는 공동체가 직면한 독특한 문제
및 현상을 반영하며, 공동체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포함합니다.
지역 공동체 계획은 도시 토지 이용 요소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보여줍니다. 본 계획은
도시 전반의 문서 수준보다 더 상세한 토지 이용 지정 사항과 더 나은 토지 이용 분포 형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샌디에이고는 해당 주에서 규모, 다양성, 토지 이용 방법에 있어
지역 공동체 기반의 토지 이용 계획을 필요로 하는 소수의 관할권 중 하나입니다. 지역
공동체별 구체적 세부 사항은 본 공동체 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 및 사적 개발
프로젝트의 검토 과정에서 사용됩니다. 공동체 계획이 공동체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다룰 때,
해당 정책 및 권장 사항은 전반적인 종합 계획 및 시 정책과 같은 다른 공동체 계획과 반드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일반 계획 및 공동체 계획은 삶의 질을 유지 혹은 상승시키고
샌디에이고의 주요 특성을 존중하려는 전반적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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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공동체 계획은 주택 거주 기회의 제공에 관련한 주법 시행 및 지역이 필요로 하는
주택을 시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공동체 계획에서 토지 이용 및 밀도를
지정할 시, 계획된 거주지역 토지 이용 수용량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주택의 양을 시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반드시 유지 혹은 증가해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 기반 목표의 시행은
공동체 계획 구역 내부 혹은 사이의 밀도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경우
전체 주택 수용량은 반드시 유지되거나 증가해야 합니다. 공동체 계획 및 기타 채택된 토지
이용 계획은 충분한 범위의 구역 및 규정,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 시행됩니다.

균형 잡힌 지역 공동체와 공정한 개발
“균형 잡힌 지역 공동체” 는 다양한 수입의 가구에 적합한 여러 주거 형태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균형 잡힌 지역 공동체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성취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사람에게 근무지 인근의 거주지를 제공한다는 추가적 이점도 있습니다. 더 균형 잡힌 지역
공동체 및 가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및 분배를 늘리기 위하여 운영되는 도시 계획에는 주택
포함 조례(Inclusionary Housing Ordinance, 2003)와 마을의 도시 전략(City of Villages
strategy, 2002)가 있습니다. 마을의 도시 전략은 지정된 영역 내에서 편리하며 다양한
용도의 마을 개발을 통하여 주택 공급 및 다양성을 늘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이 전략은
지역 전반에서 가정과 근무처, 서비스의 더 나은 연계를 고무하여 균형 잡힌 지역 공동체의
일자리 및 주거 편의를 더 넓은 범위에서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에디 L. 에드워드(Eddie L. Edwards)의 벽화, 마틴 루터 킹 Jr(Martin Luther King Jr), 레크리에이션 센터

마을의 도시 전략은 또한 공정한 개발 및 환경적 정의에 대한 서약을 포함합니다. 공정한
개발은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의 창조와 유지를 고려합니다. 또한 환경적
정의 추구는 모든 사람이 환경법, 정책, 규정, 관례의 개발 및 이행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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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개발 달성 지원 방안은 마을 기본 계획이나 기타 적절한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서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 계획 정책은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시 전체의 자원 우선순위를 지정 및 할당하며 특히 환경 보호 및 기피 시설
위치에서의 형평성을 위해 노력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동 요소
목적
균형 잡힌 복합 운송 네트워크의 발전을 통하여 기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함.
이동 요소는 우리를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줄 뿐 아니라 환경 및 근린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균형 잡힌 복합 운송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정책을 포함합니다. 균형 잡힌
네트워크는 이동 수단이 각각의 방식이나 유형으로 다양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효율적인 서비스 설계에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본 요소는 자동차의 기동성을
유지하면서도 간단한 여행은 도보를 더 선호하도록 하며, 더 효율적인 교통수단을 통해
인기 방문지를 연결하는 정책을 포함합니다. 본 요소는 도보 이동, 자전거, 교통수단 및
거리를 다루는 것 이외에도 지역적 협력 및 주차, 물품 이동, 그 외 교통 시스템 구성과 관련된
정책을 포함합니다 종합하자면 해당 정책들은 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킵니다. 이는 어떤 시각에서는 마을의 도시 토지 이용
비전을 강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MTS 제공 브렛
쇼프(Brett Sho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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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획에서의 토지 이용과 공동체 계획 요소 및 이동 요소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토지 이용 및 지역사회 계획 요소는 기존 및 계획된 토지 이용을 정의합니다. 이동 요소는
해당 토지 이용으로 발생한 미래의 교통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교통
네트워크 및 전략 제안을 정의합니다. 사업 설계 및 복합 운송 설비와 관련된 이동 요소
정책은 공공 및 개인의 개발과 자본 증액계획을 통하여 시행될 것입니다.
도시의 운송 전략 및 정책은 따로 논의될 수 없습니다. 종합 계획은 교통 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를 진행하는 더 큰 계획 및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

지역 교통 계획(Regional Transportation Plan/RTP)은 장기적인 지역의 이동 계획으로,
샌디에이고 도시 정부 연합(SANDAG)에 의해 준비 및 채택되었습니다. RPT는 균형
잡힌 지역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교통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식별합니다. 이는 지방 및 지역 교통사업을 위한 주 자금 기반을 확립합니다. 또한 이를
채택하는 것은 연방 자금 후원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SANDAG은 RTP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한 지역 및 주, 연방 교통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리하고 이를 할당합니다.

•

지역 내의 혼잡도 관리 프로그램(Congestion Management Program/CMP) 역시
SANDAG에 의해 준비되고 있으며, RTP의 단기 요소 역할을 합니다. 이는 RTP에 포함된
장기적인 교통 해결책보다 먼저 시행될 수 있는 조치에 집중합니다. CMP는 새로운
개발에 의하여 발생하는 교통의 영향을 완화하고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LOS)
표준에 의거하여 도로 시스템의 성능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을 확립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 교통, 대기 질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동 요소, RTP, CMP는 모두 혼잡
감소 및 이동 수단의 선택지를
넓히기 위하여 교통 및 토지 이용
계획 결정, 복합 운송 전략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동 요소
항목 K, 공공시설, 금융 및 안전 요소
항목 B는 샌디에이고의 교통
우선순위를
구현하기
위해
SANDAG와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방법에 대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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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설계 요소
목적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미적 가치와 일치하는 이상적인 형태를 지향하는 물리적 개발을
유도함.
도시 설계 요소 정책은 자연 그대로를 존중하는 개발과 동시에 근교의 개성을 더하며 자연
및 건설물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며 도시 전반에 걸쳐 다목적의 도보 이동 가능한 마을을
만드는 방식을 요구함으로써 샌디에이고의 자연적 아름다움과 독특한 근교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도시 설계는 거리, 근교, 공동체
혹은 도시 전체의 성격이나
이미지를 정의하는 물리적인
모습을 설명합니다. 도시 설계는
사람과 자연, 건축 환경 사이의
시각적이며
감각적인
관계입니다. 건설환경은 건물,
도보 및 거리를 포함하며,
자연환경은 도시 체계 안에서
형태를 갖춘 해안선, 협곡, 메사
언덕 및 공원의 모습 등을
포함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몇몇 기본 디자인 요소는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각각의 거주자와
방문객은 샌디에이고의 미적 특성을 서로 다르게 인지할 것입니다. 샌디에이고의 독특한
특성은 지리적으로 근교를 변화할 수 있게 하는 해변, 만, 구릉지, 협곡, 메사 언덕 등의
자연환경에서 나타났습니다. 작은 크기의 인류 친화적 협곡 네트워크는 도시의 많은 부분에
걸쳐 자연적으로 열린 공간 구조를 창조합니다. 샌디에이고의 지형과 연중 기후는 모든
종류의 야외 도보 활동에 이상적입니다.
기존 도시 형태 및 마을의 도시 전략에서 구상된 단순하면서도 환경적으로 예민한 개발
양식과 관련된 다양한 도시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은 하기 도시 설계 요소의
목표를 위한 프레임워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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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샌디에이고를 독특한 생활 환경의 도시로 구분 짓는 가치에 기여합니다.
기존 사회적 공동체 기반으로 구축됩니다.
이미 높은 활동성이 존재하는 상업 구역에 직접적으로 성장을 도우며,
안정적 근교 주거 환경을 유지합니다.

도시 설계 요소는 샌디에이고의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열린 공간 시스템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며 작은 마을의 새로운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통해 도시 형태 및 디자인을
고심합니다. 도시의 형태 및 기능은 점차 상승하는 노동강도와 밀집도로 인하여 크게
중요해졌습니다. 본 요소에서 수립된 도시 디자인 원칙은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총망라하여 도시의 정체성 확립을 돕고자 합니다. 도시 설계에 있어 더 높은 전반적인
우수성은 또 하나의 기본 목표입니다. 도시 설계는 시 전체에서 공동체, 이웃 및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서 적용됩니다. 도시 설계는
샌디에이고 시의 변화에 따라 건축물과 자연환경의 품질을 상승시키는 과정입니다.
도시 설계 요소 정책은 토지 이용 및 교통 결정, 경기 부양 및 샌디에이고의 삶의 질 향상을
지지 및 시행하는 것을 돕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시 설계 요소 종합 계획은 종합 계획의 모든
요소 시행 및 양식과 개발 범위, 건설 환경의 특성에 관한 목표와 정책을 설립하는 공동체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도시 설계 정책은 지역별 상세 공동체 계획 추천을 통하여 보완될
것입니다.

경제 활성화 요소
목적
다양성, 혁신, 경쟁력, 기업 및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를 지원하는 정책을
통하여 모든 샌디에이고 시민들의
삶의 표준 및 부를 증가시키기 위함.
샌디에이고 경제 구조는 시의 물리적 개발 및 필수적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력한 경제는 지속적인 투자 및 샌디에이고의 사회 기반 시설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부를 창출합니다. 지난 몇십 년 간 도시 결제 구조는 생산 기반 경제에서
창조와 혁신 기반 경제로 변화하였습니다. 경제 활성화 요소는 이 창의성을 육성하는
환경을 만들고 샌디에이고를 지역, 국가, 국제적 경제 시장에서 더 나은 경쟁력을 갖추도록
도우려 노력합니다. 이 요소는 경제 활성화 목표를 토지 이용 분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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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토지 이용 정책과 연계합니다. 이 요소는 또한 토지 이용에 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개발 정책을 포함하도록 종합 계획의 전통적인 초점을 확장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에 가장 유익하게끔 해당 직군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노동자들이 해당 직군의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기존 산업 및 변화하는 산업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포함합니다. 또한, 본 요소는 어떻게 재개발 사업이
공동체 목표의 달성을 돕는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고용의 땅
샌디에이고의 경제적 기반은 주로 기술 산업 및 전문 서비스 산업, 제조업, 여행업, 국방산업,
국제 무역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반 요소”산업은 상품, 서비스, 지적 자산
수출을 통해 샌디에이고에 새로운 부를 창출합니다. 특히 제조업, 연구 및 개발, 지원 이용
등의 기초 부문 산업은 중임금 노동 기회 및 적절한 노동 강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합니다. 비기반 산업 요소는 공공 부문 이용, 상업 서비스 및 거주자 상대 소매
거래를 포함합니다. 이 산업은 필수적인 서비스 및 직장을 거주자에게 제공하며, 마을 및
하위 고용 지역에 위치하도록 권장됩니다. 비기반 산업 요소는 인구수와 경제 기반의
강도에 직접적으로 비례하며, 종속된 경제 기반의 수용치를 넘어서 확장될 수 없습니다.
종합 계획은 샌디에이고의 기반 산업 요소를 유지, 확장, 유치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이하의 접근법을 포함합니다.
•

토지 이용 지정 공동체 계획. 공동체 계획의 산업용지 이용 지정은 비산업 용지를 다양한
정도로 제한하여 산업 구역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주요 산업 토지. 주요 산업 토지는 기반 산업 요소를 지원하는 고용 구역입니다. 산업 및
주요 산업 토지 식별 지도(경제 활성화 요소, 그림 EP-1 참고)에서 도시의 기존 산업 계획
토지 및 본 토지에서 주요 산업 토지로 구분되는 부분 집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반
산업 요소를 잠재적인 토지 이용 분쟁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반 산업 요소 성장의
허용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거 및 대부분의 비산업 토지 이용은 본 “주요” 산업
구역에서 허가되지 않습니다.

•

사업 장려책. 도시 장려 프로그램은 잠재적으로 중임금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재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입증된 사업 및 산업에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감독 및
보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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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노동자 주택 공급 또한 샌디에이고 비즈니스의 요구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
요소입니다. 마을의 도시 전략은 고용 구역 내부나 근방에 주택 밀집도를 높이고, 마을
중심지와 직장 및 주택, 교통수단의 더 원활한 연결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통합 용도는 도시
노동자의 주택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특성 분석에 의거한)주요
산업 토지 외부에서 시행되도록 권장됩니다. 주택 요소는 샌디에이고의 주택 공급 및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더욱 세부적인 목표 및 전략을 포함합니다.

경제적 기회 및 투자
경제 활성화 요소는 변화하는 지역 경제와 함께하는 노동자의 기술 개발 및 모든 인구의
부문에 대한 경제적 기회를 촉진합니다. 종합 계획의 본 요소는 지역 거주자를 위한 주요
산업 분야의 직업을 만들고, 경력 사다리 및 서비스 분야 노동자의 편익 및 최신 사업 분야의
요구 사항에 걸맞은 교육 및 훈련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을 포함합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 기반 시설을 개발하고, 특정 공동체의 재개발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개인 투자에서 발생하는 지역 및 국가적 자원을 통해 지역 공동체 재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 설계됩니다.
본 요소가 설계한 경제 활성화 목표 및 정책은 도시 경제 개발 전략 계획의 더욱 빈번한 개선
및 주기적인 대비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본 전략은 성장력 및 국제적 경쟁력을 보유한
샌디에이고 산업을 식별하고 감독합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을 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및 중기적 실현 방침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 목표의 성과는
경제 개발을 위한 적절한 토지
지정 및 거주지와 근무지의 연결
고리를 제공하는 이동 요소, 공업
지역의 생존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역적
시설
개발을
위한
공공시설, 서비스 및 안전 요소를
위한 토지 이용 및 지역사회 계획
요소의 정책에 의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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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 서비스, 안전 요소
목적
기존 인구 및 새로운 성장이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현재 및 미래의 도시 인구에 적절한 공공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도전입니다. 공공시설, 서비스, 안전 요소(공공
요소)는 공공 자금 조달 전략, 공공 및 개발
자금책임, 우선순위 지정, 성장에 수반되는
특정 시설 및 서비스 제공 정책을 통해 이
도전에 응답합니다. 공공시설 요소 정책은 교통
및 공원, 오락 시설 및 서비스 또한 지원합니다.

1979년 향상 지침 및 종합 계획 (1979년 종합
계획)은 급격한 도시 주변부의 성장 및
중심지의 성장이 쇠퇴하는 형상을 논의하기
위한 성장 관리 프로그램을 설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공공시설 및 서비스 유효성에 준거하여
비즈니스 중심 지역의 재활성화 및 단계적 성장,
외곽 지역 개발을 진행합니다.

1979년, 도시는 3개의 “계층”으로 나뉘었습니다. “도시화 완료”, “도시화 계획”, “도시화
예정”입니다. 도시화 계획 구역은 시설 이익 평가(Facilities Benefit Assessments/FBAs)
혹은 다른 금융 구조를 통해 “자생 가능한 방법”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신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영역에서 종합 기금(공공) 자본 개선 비용이 제공된다는 상정 하에
도시화한 공동체의 성장이 촉진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FBAs는 개발 도상 지구에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도시화가 완료된 지역의
요구에 맞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것에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추가로, 도시화한 지역의
공공시설 기금을 위한 개발 영향 비용(Development Impact Fee/DIF) 프로그램은
1987년까지 채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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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전략적 프레임워크요소는 도시화한 지역의 시설 적자를 정의했으며, 해당 지역과
도시 전체의 기존 및 미래 공공시설과 서비스 요청을 해결할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략적 프레임워크 요소는 또한 도시 공동체 계획 구역의 기존 시설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발견하는 노력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금융 사업
금융 전략 현재 샌디에이고의 주요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도시화하였음에 따라, 종합 계획은
기존의 요구를 충족하고, 충분한 시설 제공을 위한 공지 개발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도시
전체의 운영 및 유지보수 기금 계획에 답하기 위하여 다면적 금융 사업 전략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종합 계획 금융 전략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 및 현재 인구 기반은 기존 시설 부족을 위한 자금 조달에 책임이 있습니다.
• 기존 공공시설 부족에 대한 자금 조달은 다양한 금융 자원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 신규 개발은 공공시설 비용의 적절한 분담금을 비례하여 지불할 것입니다.
본 요소는 시에서 기존 공공시설 부족을 바로잡기 위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 옵션
선택지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종합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지리적 장소를 겨냥한
여러 가지 금융 유형을 위한 특정 구조를 명확히 정의하기 위하여 더 상세한 전략이 준비될
것이며, 또한 어떤 필요가 재평가되고 새로운 전략이 개발되면 더 빈번하게 개정될
것입니다.
다른 시행 조치에는 시의 DIF 방법론과
공공시설 금융 계획 예상 수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6년 이래로
시행되고 있는 영향 비용 방법론하에,
징수된 비용은 시설 필요성 및 비용의
확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으며,
신규 시설의 비례 분담 비용만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된
지역은 물론, 과거에 FBAs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충분한 개발을
경험한 도시화 계획 지역으로서 더
많은 사회 공동체에 추후 DIF의 적용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샌디에이고 시 종합 계획 • 200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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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지정. 종합 계획은
공공시설의 자금
조달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한
객관적이면서
체계적인
프레임워크를
설립했습니다. 목표는 연간
자본 자원의 분배 효율을
극대화하고 마을의 도시
전략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종합 계획과 연간 자본
개선
프로그램(Capital
Improvements
Program/CIP)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정책
시는 관련 기준을 파악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며 시설 유형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시설 우선순위 지정에 대한 표준화된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체 계획 적합성 및 선호도는 우선순위 지정 절차의 일부입니다.
성장, 시설, 서비스 평가 새로운 성장 평가에서 종합 계획은 충격을 완화하고 설비 적자
악화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을 요구합니다. 주요 정책은 공공시설 및 서비스에 미치는
충격을 충분히 논의하는 개발 제안을 요구하고, 지역 공동체 계획 구역에 도움이 되는
물리적 자금 개선이나 밀집도의 증가로 인하여 공동체 계획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를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 계획 정책은 중앙 집중형 개발 감독 시스템을
설립하고 공공시설의 공급을 돕기 위하여 최신의 공공시설 자금 계획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설 지침
종합 계획은 넓은 범위의 공공시설 및 서비스 공급 방식에 대한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는 표
SF-1 공공시설 및 서비스 항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SF-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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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SF-1
공공시설 및 서비스 항목
시설 종류

정책에서 다루는 항목

소방 구조 시설

• 화재 및 응급 의료 서비스 대응 시간 목표
•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연간 응급 사고량

정책

폐수

• 다양한 우선 통화에 대한 평균 응답 시간 목표
•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 자원이 필요할 때의 평가
지침
폐수 관리 및 처리 서비스, 기반 시설 계획

우수(빗물)
기반 시설
수자원 기반 시설

• 우수 운반 시스템
• 우수 시설 및 서비스 요구
수자원 공급 및 기반 시설 (수자원 보호에 관한 보존 요소 참고)

폐기물 관리
(재활용 포함)
도서관

폐기물 수거, 감소, 재활용 및 처리

학교

학교 설계, 위치, 통합 이용에 관한 학군 간의 조율

정보 기반
시설

통합 정보 기반 시스템

공공사업

지역 시설

• 서비스 및 시설 제공과 계획에 있어 지역 공공사업 제공
업체와의 협력
• 잠재적 마을 구역에 대한 공공사업 투자 논의
지역 및 기반 시설 투자 계획과 시행

의료보건 서비스
및 시설

• 시설 진행 결정 시 의료보건 서비스 제공자들의 참여
• 시의 성장 전략과의 통합

재해 대비

• 인재 및 자연재해 대비
• 도시 서비스 복구 계획

지진 안정성

건강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설 환경의 지진, 지질학적 설계 고려

도서관 계획 및 설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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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 요소
목적
모든 시민을 위한 공용 오락 기회 및 시설을 보존, 보호, 성취, 개발, 운영, 유지, 강화함
샌디에이고 시는 다양한 오락 기회를 제공하는 38,930 에이크 이상의 공원과 열린 공간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공원, 열린 공간, 산책로 및 오락 시설은 연간 수백만의
시민과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시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환경적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은 육체를 강화하고 신체적인 안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삶의 질을 증진합니다. 정신 및 사회적 이익에는 도시 개발에서 시각적
휴식을 제공하며,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사회적 교류를 제공하며 젊은이들의 건강한 활동이
되는 수동적인 오락의 기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원 및 열린 토지는 동식물의 서식지를
제공함으로써 환경에 도움을 주며, 도시 우수가 토양에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동시에
열섬 현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추가로, 도시공원 시스템은 샌디에이고의 여행
산업을 뒷받침하며 도시의 기업 유치 및 보유 능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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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디에이고의 해안 위치 온화한 기후, 다양한 지형 환경은 최고의 휴양 오락 시설 및 열린
공간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합니다. 오락 요소의 목표와 정책은 기존 오락 시설 및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여 오락 자원의 균형을 맞추고 미래의 필요성에 적응하기 위해 도시의
자연환경과 자원의 이점을 취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주민과 방문객이 증가하고 이용 가능한 공지가 감소할수록 공공 공원 및 오락 시설에 대한
필요 충족은 점점 어려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는 기존 공원 토지 수요 증가와 도시
전체의 불균형한 공원 분포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특히 이미 도시화한 오래된 사회
공동체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락 요소는 이런 도전에 응답하며 지속 가능하고 접근이
쉬우며 다양한 공원 및 오락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정책을 포함합니다.

도시 공원 및 열린 공간 시스템
샌디에이고는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공원과 오락 시설을 인구 기반, 자원 기반, 열린 공간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합니다. 토지와 시설,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3개의 오락 카테고리는
샌디에이고의 도시 공원 및 오락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

인구 기반 공원(이웃 주민 및 사회 공동체 공원으로 흔히 알려진), 시설, 서비스는 주거지
개발과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주민들과 사회 공동체에서 매일 발생하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시설 공유를 위해 가급적 학교에 인접해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다수의 거주지와 서비스 공간이 도보로 이동 가능해야만 합니다.

•

자원 기반 공원은 독특한 자연환경 혹은 인공 지물(해변, 협곡, 서식지, 호수, 역사적
유적지, 문화 시설)에 위치해 있거나 그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이는 방문객뿐 아니라
도시 전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열린 공간은 협곡, 메사 언덕 등 다양한 자연 지형으로 이루어진 시 소유의 토지입니다.
이 열린 공간은 자연 식물과 동물을 보존하고 보호하며, 등산, 자전거, 승마로로 사용되며
시민들의 이용 및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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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및 오락 지침
오락 요소는 도시 전체 및 개별 공동체 내의 공원 및 오락 시설을 위한 비전과 목표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는 인구 기반, 자원 기반, 열린 공간 공원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며 종합 공원
기본 설계 계획을 요청합니다. 오락 요소 정책은 공동 사용 및 협력 합의 지원, 협곡 지역 보호
및 향유, 제한된 지역 내의 “공정한” 오락 시설 및 기반 시설 제공 개념 도입, 더 나은 공원
시설 개발 및 유지 자금을 위한 금융 전략 시행 촉구를 이행합니다.
인구 기반 공원은 거주자 1,000명당 최소 2.8에이커의 비율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부
샌디에이고의 신규 공동체는 해당 표준 기준을 충족하지만, 1979년 종합 계획에서 본
비율이 도입되기 전 개발된 지역 공동체는 해당 기준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 공원 부지를 획득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토지 비용 및 기존
토지 이용 양식의 변화를 피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시의 토지 제한을 고려하여, 동등한
오락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2.8에이커 중 일부를 충족시키는 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원
기본 설계 계획 제안은 공정 표준 측정 및 적용 방안에 대한 기준을 개발하고 규정할
것입니다.

공원 기본 설계 계획
오락 요소는 시 전체 공원 네트워크를 만드는 도시 전체의 공원 기본 설계 계획 준비를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도시 공원 토지 수량 관리 및 평가, 오락성 용도, 시설, 서비스,
기존 공원 및 오락 시설 자산 보호 및 강화 우선순위 지정, 공동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시행
전략 개발, 오락 자원에 대한 불공정한 접근 해결, 개발을 위한 건전한 자금 조달 방법 기초
확립, 도시 공원 네트워크와 오락 자원의 강화 및 유지가 있습니다.

공원 자금
토지 제약 외에도 도시는 공원 개발, 유지, 관리에 지속적인 지금의 제한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원 및 오락 시설, 기존 공원 및 시설의 개선은 반드시 해당 시설의 예상
유효기간 동안 최소한의 자금으로 유지 혹은 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건설되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의 특징에는 수자원 및 에너지 보존 원칙 적용, “녹색” 건설 기술,
저정비 식목, 지역 환경 상태에 민감하며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설계가
있습니다. (보존 요소 섹션 A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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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에 걸쳐 더 많은 오락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공원 개발, 유지,
관리에 충분한 자금을 확인 및 보장하는 것입니다. 오락 요소는 도시가 미래의 거주자들을
위하여 인구 기반 공원 및 오락 시설에서 합당한 공원 이용료를 징수하거나 토지를
양수하기를, 혹은 양쪽 모두를 요구합니다.
오락 요소는 종합 계획의 다른 요소와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존 요소는 자연 오락
자원, 협곡, 열린 공간, 공공시설 요소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추가 정책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공시설 요소는 공공시설 자금, 우선순위 지정 및 영향력 비용 개발에 관련한 정책을
제공합니다. 전반적으로 마을의 도시 전략은 모든 지역 사회에서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삶의 질 요소로서 오락의 중요성을 강화합니다.

보존 요소
목적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보존의 국제적 모델이 되기 위함 도시의 정체성 정의를 돕고, 경제에
기여하며 삶의 질을 상승시키는 풍성한 자연 자원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관리를 제공합니다.
보존이란 자연 자원 및 지형의 관리, 보호, 현명한 이용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보존 요소는
샌디에이고 환경의 기초 요소인 자원의 보존을 이끄는 정책을 포함합니다. 이 정책은
도시의 정체성 정의를 돕고, 지속적인 경제 번영을 위한 요인이 됩니다. 샌디에이고의
자원에는 수자원, 토지, 대기, 생물 다양성, 광물, 천연 재료, 재활용품, 지형, 조망, 에너지가
포함되지만, 이것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보존은 지금과 미래에 필요한
자원의 믿을 수 있는 공급을 보증하는 비용 대비 최고의 고효율 전략으로 작동해왔습니다.
마을의 도시 전략은 교통편 이용이 가능한 한정적 공간에서 소규모 성장을 지향하는 도시
내에서는 그 자체로 보존 전략입니다. 소규모의 교통편 기반 성장은 외곽 지역 개발의
필요를 경감하고 자동차 여행보다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이용을 매력적 대안화하는 도시
형태 구축 방식을 통해 도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동차 의존을
축소하면 자동차 주행 거리가 낮아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합니다. 추가로 자동차 관련
석유 및 가스 배출로 인한 도시 전반의 수역 오염을 감소 시켜 수자원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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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세계 전체의 도시 문제입니다. 석탄, 가솔린 등의 화석 연료
연소, 삼림 파괴 및 기타 인간 활동이 기후 구성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등의 온실가스 농도를 눈에 띄게 증가시킵니다. 샌디에이고는 지역
차원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악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도시
조직은 연료 효율, 에너지 관리 및 재사용 에너지 이용, 메탄가스(바이오가스)를 통한 전기
생산,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추가 조치 연구, 적응 목표 구체화 및 기후 변화로
인한 충격을 억제함으로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역적 수준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책 목록은
종합 계획의 기후 변화
논의 관련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보존 요소의 표 C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경제,
생태, 정의의 조율 및
관계를
존중하는
개발입니다. 도시는
인간의 생태계에 대한 요구(environmental foot print)를 감소시키고 자원을 보존하며 지속
가능한 건축 정책을 따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며 청정 기술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개발 정책을 이행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 경제적 성장은 환경, “청정”, “녹색” 기술 및
산업과 심도 있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우수한 인력과 세계적 수준의의 대학
및 연구 기관, 첨단 산업 기술력을 통해 청정 기술 산업의 선구자가 되기에 적합합니다. 청정
기술 산업은 환경 보호 및 경제적 경쟁력의 목표가 일치하면서 상호 이익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존 요소는 수많은 도시와 지역 계획 및 프로그램에 포함된 핵심 목표를 반영하며, 향후
갱신의 길잡이가 됩니다. 보존 요소는 마을 성장 및 개발 전략을 이용하여 다양한 천연 자원
기반의 계획 및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도시 전체의 비전을 형성합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개발, 열린 토지와 야생 동물 보호, 자원 관리, 공공 보건 및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타
여러 계획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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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보존 요소
목적
역사 및 문화적 자원 보존, 보호, 복원 및 재건 도시의 양식을 유지하는 지침을 위함. 건설
환경 품질을 향상하며 도시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감사를 고무하며, 공동체의 정체성과
성격을 유지하고 역사 보호를 통한 도시의 경제 생동력에 기여합니다.
어떤 도시도 과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현재를 이해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과거를 뒤따르고 보존함으로써 도시는
현재의 상태 및 유지를 성취한 과정의 형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풍성하고 다양한 역사
및 문화적 자원은 역사적, 과학적, 건축적, 미적,
문화적, 민족적 의미를 지닌 건물, 구조물, 미술품,
풍경, 거리, 고고학 유적지, 전통문화 유산을
포함합니다. 과거를 불러일으키는 고유한 능력을
가진 이러한 자원을 언제나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이 아메리카 원주민에 접촉하기
이전부터 최근의 과거까지 샌디에이고와 이 지역의
역사의 중요한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자원의
확인, 평가, 등록, 보호 및 현재와 미래의 거주자를
위한 샌디에이고의 과거를 보존하는 것은
샌디에이고의 역사 보호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역사 보호를 더 큰 계획 과정에 통합하는 것은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샌디에이고의 미래 성장으로 인해, 집중적인 관심사가 열린 토지의 건물에서 기존 공동체에
대한 재투자로 변경됨에 따라 역사 및 문화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역사적 보존에 대한 도시의 노력은 다양한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보존이 지방 정부
정책 및 인센티브, 지정으로서 지지되는 지역은 경제적 가치 및 지역의 프라이드를
상승시킨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도심의 재활성화와 역사적 구역 및
건물의 조정 재이용은 자원을 보존하며, 기존 사회 기반 시설을 이용하게 되며, 지역
일자리와 구매를 창출하며, 중소기업 발전 및 유적 관광업을 지원하고, 공동체의 개성 및
삶의 질을 향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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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요소
목적
샌디에이고 시민의 생활과 근로 환경을 지나친 소음에서 보호하기 위함.
지나친 소음은 환경 및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음은
청자의 반응, 발생 시간, 원인과
청자의 거리, 높낮이 특성에 따라
주관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과도한
수준의
소음은
거슬리며
짜증스럽고
바람직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샌디에이고에서 가장 일반적인
소음은 자동차 소음으로, 주(州)간
고속도로,
주(州)관할
도시
고속도로, 그 외 지방 주요 도로들은
일반적으로 교통량 및 속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항공기 소음 또한
시의 다수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철도 교통 및 산업, 상업 활동 또한
소음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및 도시화되어 있는 도시의 주위 소음 정도의 상승은 도시 환경의 일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소음을 수용 가능한 정도로 조절하는 것은 도시 거주 및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울 때, 도시는 향후 토지 이용시 소음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를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공간 분리, 부지 계획, 내부 소음 감소
목적의 방음 처리 및 소음 노출 조절 건물 설계 기술이 있습니다.
소음 요소는 시민 생활과 노동 환경을 과도한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위해 양립 가능한 토지 이용과 소음 감소 대책의 통합을 이끄는 목표와 정책을 제공합니다.
이 목적은 성장으로 인하여 도시의 밀도가 높아지고 토지 이용 및 지역사회 계획 요소에서
다목적 개발이 거듭될수록 유의미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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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소
목적
중차대한 도시 주택 수요 해결을 위해
측정 가능한 목표, 정책,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종합 계획을 수립하기 위함.
샌디에이고는 심각한 주택 비용 난에
봉착했습니다. 저소득층과 특수 수요
계층만이 적절한 가격의 주택을 구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많은 중산층 또한 샌디에이고의 고가 부동산을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택 요소는
도시의 주거 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하며, 합리적인 목표를 세우고 해당 요구에 맞는 목적과
정책을 수립하며 가급적 충분히 목적 및 목표를 파악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5개년 종합
계획을 세웁니다. 주택 요소는 아래 제시되는 주요 5개의 목표를 위한 목적 및 정책,
프로그램을 포함합니다.

•

적절한 토지 재고 및 신규 건물 수용 준비

• 유지 및 보존(기존 저임금 주택 보존 및 기존 주택 재개발을 포함한)
•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정부 제한 축소
• 접근 가능한 주택 기회 제공 및
• 관리상의 목표 이행(공정 배분, 공동체 균형, 재개발 책정 기금 이용, 주택 격차 감소,
에너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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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요소는 모든 경제 수준과 인구 통계 집단의 샌디에이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주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법은 주택 요소를 5개년 주기로 갱신하고, “주택 개선 및 충분한 주택 토지 제공을 위한
표준 및 계획의 일관성” 및 “공동체의 모든 가구를 위한 주택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규정 설립”을 지시합니다. 주택 요소는 빈번한 주택 요소 개정의 필요성 및 주 보고 요구
조항 준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기타 종합 계획과 분리되어 제공됩니다. 이는 종합
계획의 타 요소와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도시 주택 전략의 핵심 요소로써
마을의 도시 전략을 통합해야 합니다.

이행
실행 계획
종합 계획은 토지 개발 및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도시 전체 정책을
제공합니다. 종합 계획 정책은 의사 결정을 이끄는 성명이자 시의회 결의에 의해
채택됩니다. 정책은 구체적이며 집행 가능한 표준을 포함하는 토지 개발 법률 규정과
다르며, 조례에 의해 채택됩니다. 샌디에이고의 종합 계획 내부 정책은 도시의 물리적
개발을 지시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는 공동체 계획 개정을 돕고, 재량권
허가를 검토하며 공공사업, 기초 및 재개발 계획 및 시행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공합니다.
사업 및 미래 이행 실행을 검토할 시, 모든 측면에서 계획의 목표와 정책을 더 나아가게 하고
그 달성을 저지하지 않을 경우 개별 실행이 종합 계획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종합 지침(2003)은 종합 계획이 일반적으로 구획화, 세분화 및 자본의 개선을
통해 이행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샌디에이고 종합 계획 정책은 공동체 계획 권고안 및
실행을 통해 이행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시에서 종합 계획의 방향성에 맞게 착수하거나
완료된 여러 구체적 실행 및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는 종합 계획, 공동체 계획 등의 폭넓고
다양한 실행을 확인 및 감독하기 위하여 종합 계획 실행 계획(실행 계획)을 제정했습니다.
실행 계획은 실행 항목을 파악하고 종합 계획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종합 계획의
동반자입니다. 실행 계획은 그 이행 정도를 명시하거나 종합 계획 이행을 위해 새롭게
설계된 계획을 확인하거나 시대의 흐름에 따른 우선순위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필요가
있을 시에 개정될 것입니다. 시의회가 종합 계획 실행 계획을 승인하면, 실행 계획은 일반
계획의 참고 사항으로 종합 계획에 통합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행 방법은 그
특성상 이행되는 조치와 일치해야만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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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고 변화하였으며 일반 계획 항목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실행 계획 항목은 일반 계획의
개정안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행 실행의 변경 사항 ‘추적'이 지켜질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완화, 감독 및 보고 프로그램(MMRP)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
계획의 참고 사항으로 통합됩니다.
샌디에이고는 거대하며 다양성이 있는 도시이므로, 공동체 개별 정책 및 권장 사항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 계획은 공동체 계획에 의지합니다(법적으로 공인된 토지 이용 및
지역사회 계획 요소의 일부분으로서) 공동체 계획이 개정되는 동안, 공동체 계획과 종합
계획이 완전히 조율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 계획은 공동체
계획의 토지 이용 방향성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종합 계획과 기타 공동체 계획 사이에서
토지 이용이나 구획화의 불일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 계획은 토지 이용 및 밀집도,
정도 문제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 계획 및 공동체 계획은 삶의 질 유지, 필수
공동체 특성 존중 및 공공 시설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완 역할을 합니다.
시에서 채택한 토지 이용 계획은 토지 개발 법률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행 규칙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합니다. 주법은 헌장 도시(charter city)를 구획화 일관성에서 면제하지만,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구획을 공동체 계획 토지 이용 지정과 일치하게 적용하는 것은
샌디에이고 시의 관행입니다. 구획화는 주요 계획 이행 조치 중 하나입니다. 캘리포니아
종합 계획 지침은 “종합 계획의 성공 및 특히 토지 이용 요소에서 일부 요소는 계획의 장기
목표 및 정책을 단기적인 결정들로 전환하는 방법에서의 일관된 구획화 조례의 효과에 달려
있다.” 는 사실을 명시합니다. 구획화는 특히 공동체 계획이 개정되거나 수정될 때 적절한
방식으로 검토 및 변경될 것이며, 이는 토지 용도 변경 지정이나 신규 정책 및 권고 사항
적용의 시행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계획 권고 사항을 더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신규 구획화 옵션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계획 권고 사항은 분할 지도법(Subdivision
Map Act)에 준거, 분할 이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 이행 프로그램은 종합 계획 및 실행 계획 요소에서 더 자세한 참고로 사용됩니다. 주요
이행 계획은 공공시설 금융 전략, 경제 개발 전략 계획, 공원 기본 설계 계획 및 기타 기본
계획 및 전략을 포함합니다. 기본 설계 계획 및 전략은 종합 계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심층적인 분석과 이행 실행 지지를 해당 분야에 제공합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의
개정이나 형성은 종합 계획에 의해 평가될 것입니다. 또한 특별 입법, 규제, 행정 및 협업 이행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 계획 및 이와 관련된 시행 계획은 목표 달성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관찰될 것입니다. 2004년 최초 작성된 종합 계획 관찰 보고서는 다음을 통해
진행을 측정합니다. 1) 실행 계획 요소 이행 추적, 2) 샌디에이고 지속 공동체 프로그램 지표,
3) 공동체 경제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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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예산 절차
종합 계획 이행은 실행 계획에 개괄된 넓은 범위의 입법 및 규제 조치를 통해 성취됩니다.
종합 계획의 각 정책은 정책 이행을 위한 공동체 계획 개정, 기본 계획, 규제법령 수정 등의
이행 도구를 식별하는 실행 계획 요소와 대응합니다. 실행 계획이 계획 정책 이행 예상
기간을 제공하지만, 많은 프로그램 항목은 예산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5개년 경제
전망(전망)은 2007년에 개발되어 시의 장기 재정 상태를 조사하고 향후 5년간 자금의
우선순위를 지정하기 위해 200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전망은 시의 연간
예산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확립했습니다. 시가 즉각적으로 자원 및 주의를 기울여야
할 8개의 중요 시책이 확정되었으며, 해당 시책뿐 아니라 핵심 도시 서비스 또한 연간 예산에
반영됩니다. 신규 혹은 기존 프로그램을 위한 내년 추가 자금 배정 예산 과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종합 계획 실행 계획은 종합 계획 이행 방법 과정을 추적하고 예산 편성 절차
안내를 지원하기 위해 감독됩니다.

마을의 도시 전략
마을의 도시 전략은 노후 건물 및 부지 재개발을 늘려 장기적인 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지속해서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을의 특성이 있는 일부 활동 거점이나 중심지는 현재
증가하는 기반 시설 이용 및 보유 혹은 기반 시설 이용 가능 자금에 대한 요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은 마을의 도시 전략에 따라 향후 몇 년 내 포괄적인 개발 계획을 통하여
개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타 용도로 개발되고 있는 지역은 미래의 마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샌디에이고 공동체에는 이미 다양한 크기의 계속해서 발전할 예정인 유사 마을 근교
구역이 있습니다. 모든 마을의 공통적인 특징은 생명력 가득한 공용 공간이 추가되고
거주지, 대중교통 정류장, 공공시설, 기본 상업 이용지 사이의 보행 편의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을 내부의 주안점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보 연결, 교통 안정 조치, 지형,
보행자용 조명, 공용 광장, 표지판 프로그램, 기타 조치를 통하여 지역 목적지 사이의 전반적
도보 이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마을이 충분히 개발되면, 개별적 특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개발 양식 또한 다양하고 독특해질 것입니다. 일부 마을은 그전까지 예기치
못한 특수한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을의 도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도시의 속도는 주로 시장 요구, 공공 지원 및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특히 교통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도시 교통 서비스가 강화되면 다양한 잠재적 마을들이 마을의 도시 개념에 따라 발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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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통량 부족과 기타 기반 시설에 대한 요구가 향후 20년 내 완전히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현재의 자동차 지향적인 발전 양식에서 대중교통 및 보행자 지향의 다양한 발전
양식으로 교통 서비스가 변화하는 데에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현재 샌디에이고의
자동차 중심적 도시 개발 양식은 몇십 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며, 토지 이용 및 교통의 점진적
변화 실현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의 도시 전략 이행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중요한 요소는 샌디에이고 지역의 미래
인구 증가율입니다. 마을의 도시 전략에서 구상되는 개발 양식은 성장률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인구 성장 압력에 의한 마을의 수 및 개별 마을 내부의 개발 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마을의 도시 전략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 통계학 경향은 베이비 붐(Baby Boom)
세대의 노령화로 도시 인구 중 노인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
인구는 운전을 자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마을 중심지의 더 많은 보행자
및 대중교통 지향의 발전 양식 형성은 과거 일반적이었던 자동차 지향적인 발전 양식에 비해
더 많은 선택지를 노년층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마을의 도시 전략 하에, 다수의 노년층은
충분한 서비스 및 시설에 대중교통 혹은 도보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목적과 비용의 근교
거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환경, 정치, 경제 상황 및 기타 요소 또한 샌디에이고의 성장
및 발전의 비율과 규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
종합 계획은 미래 도시 발전을 위하여 계몽된 전략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샌디에이고가 주요 대도시임을 인식하면서도 지역 사회 공동체의 특징을 중시하는
전략입니다. 본 계획은 샌디에이고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축적하고, 도시의 협곡 및
열린 공간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위해 노력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높은
삶의 질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종합 계획은 다수의 종합 계획 정책 시행으로 이어질
지역별 지침을 제공하는 공동체 계획 및 시행을 감독하기 위한 지속적인 시민의 참여에
의존합니다.

샌디에이고 종합 계획 완전판은 인쇄본, CD, 시 공식
사이트www.sandiego.gov/planning/genplan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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