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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건의

1. 연구개요

1) 연구목적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의 확보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권단위에서 시도되었던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을 검토하여 도
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되거나 운용 및 제도적 관점에서의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연구방법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의 확보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기
존의 문헌 및 연구실적을 고찰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의와 실무자 심층
면담을 수차례 걸쳐 실시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계획수립과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활권차원
에서 공공시설의 확보를 시도하였던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현재 추진중인 
뉴타운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파악한다.

3)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개요에 해당되는 내용
을 다루었다. 제2장 공공시설 확보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관련연구실적의 고찰과 
관련제도의 검토를 다루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시 공공시설
확보 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 대상으로는 도로, 공원 및 녹지, 학교시설, 
국․공유지, 공용의 청사, 공공공지, 임대주택을 다룬다. 제4장에서는 생활권차원
에서의 공공시설 확보방법을 다룬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
획, 주거계 지구단위계획, 뉴타운사업계획을 검토하여 보완과제와 시사점을 제
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을 제시한다. 이때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할 사
항과 운용 및 제도 개선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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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재개발과 관련된 문제점 도출

1) 건립세대수와 개발규모에 의존한 공공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의 

모순 노정

공공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건립세대수와 사업면적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적용은 신개발 및 신도시건설에 적합하지만 기성시가지내에서의 재개발 및 재
건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것으
로 드러났다. 첫째, 분할개발을 통해 적법하게 지구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규
정을 피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공공시설확
보와 용적률 설정, 사업기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래서 이것을 피하기 위해 개발규모를 299세대이하, 1ha미만으로 사업규모를 
요청을 한 사례가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한
정하여 생활권에 필요한 공공시설부담을 강요할 경우 동일 생활권내에서 실시
되고 있는 타정비사업과 이미 완료된 지구간에 형평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개발방식의 차이로 공공시설확보에 대한 사업전후 비교시 한계

노정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을 통해 공동주택의 아파트단
지로 변모되었을때 외견상으로 나타나는 공공시설확보율은 사업전보다 낮아질 
수도 있다. 즉 사업전에는 지구내 도로 및 공원 등이 도시계획시설의 형태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택재개발 사업후에는 아파트 단지내 도로와 주차장, 녹지 
등에 포함되어 실제로 공개공지(Open Space)가 늘어났지만 도시계획상의 공공
시설면적은 오히려 줄어들어 사업전후의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

3) 도시계획도로의 적용가능성 검토부족으로 실제로 적용시 문제발

생

주택재개발의 과반수는 구릉지에 입지하고 있어 지형 및 경사도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그동안 이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지정되어 있어 재
개발사업 추진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 사업후 공중누각
의 형태로 도로가 개설되거나 차량통행이 곤란하여 계단형태의 보행도로로 사
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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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재개발사업시 주변지역에 대한 연계성 검토부족

사업단위가 커질수록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계획 수립시 이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로망이 취약한 구릉지 재개발
사업지구에서 사업단위가 커지면 주변지역에의 교통환경 과부하는 물론 단지내 
통과교통 억제 등의 조치로 인해 인근주민들의 교통동선과 보행동선을 차단하
게 되어 상당히 불편을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5) 기존 도로망이 취약한 곳에서 차량 급증으로 교통환경 악화

주택재개발사업이 대규모로 집단화된 곳 중에는 도로망이 취약한 구릉지주변이 
많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대수의 증가보다는 차량의 급격한 증가이다. 
그 원인은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게 되고 종전
보다 고소득계층으로 대폭 교체됨에 따라 차량보유율이 종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지만 도로망의 확충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날로 교통환경의 악화
가 우려된다.

6) 개발이익 환수시스템의 구축 시급

주택재개발사업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주변지역의 교통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규모 주택재개발사업시 진입도로가 협소한 경우 일부러 분할개
발을 실시한 후 사업후 집단민원을 내어 진입로의 확폭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재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일부의 조합원과 
개발자가 향유하고 사업후 과도한 개발로 발생하는 교통환경 개선비용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뒤처리하여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7) 공원 녹지의 위치가 거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한 곳에 입지 

공원 녹지의 위치는 관리의 용이성과 개발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어 지구내 거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용하기 불편하고 주거환경개선에도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8)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학교시설 확보방법의 한계노정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학교시설의 확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이상의 
부지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부지매입 및 관리주체도 교육청이어서 용지 확보
시 어려움이 있다. 특히 사업지구내에서 학교시설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개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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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한 면적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하여 기피하는 
경향이다.

9) 재개발사업지구내에 운동장까지 포함한 학교시설 설치기준 적용

은 무리

기성시가지내 정비사업시 학교시설 설치기준에 맞추어 학교용지를 사업지구내
에서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사업지구 대부분의 단위 면적이 작아 학교용
지확보가 어렵고 지가도 비싸서 용지구입이 곤란하다.

10) 사업지구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공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사업단위가 커질수록 지구내에 입지한 도로 등의 공공시설 면적도 늘어나게 된
다. 지구내에 산재한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시설 확보시 대체 지정이 가능
하도록 계획수립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11) 임대주택건립시 거주자의 속성을 고려하여 공공공익시설 확충 

필요

현행 재개발사업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에 대해서는 면적제한을 두고 있지
만 지구내에 추가로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의 확보기준은 일반아파트단지와 동일
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실내공간이 10평
내외로 협소하고 저소득층이 많아 유아놀이방, 독서실, 가족대소사 등의 공동
생활시설 확보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치 못하고 있다.

3. 생활권차원에서의 공공시설 확보방법 검토와 보완과제 

도출

1) 현행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검토와 보완과제 

그동안 재개발사업지구마다 국공유지 비율과 공공용지 부담비율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용적률 개념을 
도입하여 지구내에서 추가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더라도 개발가능한 용적
률의 총량은 변하지 않도록 하였다. 적용결과를 보면 인센티브라는 형식으로 
지구내에서 공공시설용지를 추가로 제공할 때 그만큼 용적률의 상승을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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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왔다. 그 결과 공공시설 확보에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시 공원 녹지공간을 확보할 때 세대단위로 적용한 원단
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위치 선정시 이용자의 편리성보다는 개발이
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져 있어 자투리땅이나 외진 곳에 배치된 경우가 많
아 개선이 요망된다.
학교시설의 배치에 있어 용지확보 여부는 교육청 소관이었기 때문에 장래 재개
발예정지를 검토하여 학교시설의 확보가 필요한 곳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
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지구에 국한해서 진입로 및 학교시설을 확보토록 하는 것은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어도 생활권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정비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추가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토록 강구하는 것이 시급
한 과제이다.

2)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보완과제

아파트지구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생활권단위의 개념도입, 즉 근린주구 개념을 
도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표적인 곳으로 잠실지구를 대상으로 하
였다. 건립당시에는 저밀도아파트지구인 1,2,3,4단지를 동일한 생활권으로 보고 
근린주구개념을 적용하여 초․중․고등학교를 적정 배치하였다.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은 재건축사업은 1,2,3,4단지에서 별개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중에 
있어 지구내 추가로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1980년대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진 개포지구, 고덕지구 등에서도 재건축 사업
과 관련하여 동일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구는 지구단위계획 대
상이지만 공공시설의 부담기준이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인허가 과정
에서 서울시와 주민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 현재 추진중인 뉴타운사업계획의 시사점과 보완과제

뉴타운사업계획에서는 앞의 주택재개발기본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제기되
었던 문제점들을 근원적으로 개선하고자 공공주도로 공공시설투자의 확대와 생
활권단위계획의 적용을 시도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종전까지만 해도 사업성확보를 용적률에 의존하여야 했지만 공공투자의 확대로 
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그리고 그동안은 사업지구내에서 공공공익시설과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생활권단위로 계획을 수
립하여 대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구내 국공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공공시설 배치도 용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도시설계수법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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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시도되고 있어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반면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1) 뉴타운사업이 생활권단위 계획으로 간
주되고 있지만 주택재개발사업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으므로 계획적으로 정비
하는데 한계가 있다. (2) 뉴타운사업의 대상지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지정되
고 있어 지역은 물론 도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
한 사업들을 아우를 수 있는 종합계획 수립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4. 제안 및 개선방향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 컴퓨터를 이용해 기존 지형을 살린 계획수립 시도

지형과 건물이 상세하게 입력된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도로확
보의 가능성 검토와 자연지형을 살린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 공공시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계획대상범위를 확대 지정하여 대응

지형의 영향으로 사업범위가 협소하거나 동일한 범위내에 여러 사업예정지구가 
소규모로 분할되어 있어 도로 등 공공시설확보가 곤란한 경우 대상범위를 확대 
지정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한다.

■ 생활권단위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 확보시도와 부담방법 명시

도로망 확보계획은 생활권단위로 장래 정비가 실시될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
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까지 검토하여 수립한다. 이때 공공이 투자하여야 할 
부분과 민간개발자가 투자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역할분담을 명시한다.

■ 주변지역과 교통 ․ 보행동선의 연결성을 확보해 지역주민 불편해소

본 기본계획수립시 정비구역 및 사업지구 설정과 관련해 교통동선과 보행동선
이 주변지역과 연결성을 갖도록 지도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한다.

■ 기존 도로망의 확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밀도 범위설정

기존의 도로여건 및 교통환경, 새로운 도로 확충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적
정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공공시설 확보시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계획단위용적률 개념 적용 

지구내에 추가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기본
계획에서 사용한 계획단위용적률 개념을 적용한다. 이때 지구내 필요한 공공시



- VII -

설을 확보할 경우일지라도 주거지역세분의 법정 상한치 250%를 초과하지 않
는 범위내에서 정한다.

■ 공원 녹지는 거주자 및 인접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우선 배치

공원 녹지의 면적을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거나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구 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위임하여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한다. 공원녹지 위치는 계획수립시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한다.

■ 구릉지에 입지한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억제

기존 공원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지구내에서 옹벽설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옹벽처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통학권 설정

초등학교의 통학권 설정은 보행시 장애가 되는 지형과 도로, 하천 등의 요소들
을 폭넓게 파악하여 설정한다. 

■ 생활권단위로 공공주도하에 학교시설 확보 및 확충

뉴타운사업 등과 같이 정비범위를 넓게 설정하여 공공이 주도적으로 학교시설
을 확보하도록 한다. 이때 재개발사업범위가 넓을 경우에는 일부 부담을 시킬 
수 있다. 

2) 운용 및 제도 개선사항 

■ 본 기본계획에 통합된 정비계획들과 함께 공공시설 확보추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
선사업을 통합하여 생활권단위로 공공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생활권내에서 공
공주도로 지구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토록 한다. 

■ 공공시설부담 기준이 사업단위 및 세대규모별에서 세대단위로 보완

공공시설 확보시 기존의 사업단위 및 세대규모별 기준에 추가하여 세대당 원단
위를 적용하여 생활권차원에서 부족한 공공시설을 효과적으로 확보토록 한다. 

■ 거주연령구조를 고려한 학교시설 설치기준 개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기준은 여러 연령계층이 더불어 사는 일반주택지
를 대상으로 한 기준이다. 따라서 비교적 평형에 따라 연령구조가 확연히 달라
지는 아파트단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좀더 세분화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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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공공공익시설의 확충

사업후 거주자의 특성과 실내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도시문제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때 사회복지차원에서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설문조사와 기
존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의 지원하에 지구내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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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주택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1973년도이지만 재개발사업이 활
발하였던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이후이다. 특히 1990년말 건축법완화조치
이후 서울시 전역에서는 민간에 의한 합동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 사업방식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에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주거환경정비
와 중소형 아파트의 주택공급이라는 관점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
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사업의 과반수가 도로망이 취약하거나 경사진 구릉지
변에 영세필지로 입지하고 있는데 개발이익 확보차원에서 과도한 용적률 개
발이 허용되어 왔기 때문에 사업후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지구내 교통환경의 악화와 녹지공원의 부족, 학교시설의 부족등 공공시설 확
보시 곤란함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중 하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킨다는 미명하에 당시 주택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여부를 자치단체장에 위임하여 면제부를 주었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택재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실시된 지역에서 상기
한 바와 같은 도시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생활권차원에서 공공
시설을 확보하고자 1998년에 타 자치단체에 앞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수
립하였다.
하지만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주택재개발구역중 사업지구에 국한하여 
공공시설확보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권차원에서 필요한 도로, 학교 등
의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바로 인접한 곳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등에 의한 사업이 실시되고 있지만 근
거법과 주무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시설 확보시 별개의 사업단위로 실
시되고 있어 정비효과가 낮으며 연계성도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행히도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면서 기성주택지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재개발과 주택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
업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2003년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였으며 3
년 이내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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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서는 유사한 정비수법을 함께 다루게 됨에 따라 종전의 주택재개
발기본계획에 비해 생활권단위로 공공시설확보가 한층 더 용이하게 될 것이
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강남북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강북지역에서 주
택재개발구역이 집단화되어 있는 길음과 왕십리 등을 대상으로 뉴타운사업
지구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이들 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생
활권단위로 필요한 공공시설 및 공공공익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즉 서울시는 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투자를 확대 적용하
고 있어 사업추진에 활력이 되고 있다.  

2. 연구목적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의 확보방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
을 보완하기 위해 생활권단위에서 시도되었던 정비사업과 정비계획을 검토
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주택재개발구역내에서 공공시설의 확보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계획
적, 제도적, 운용적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주택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시설의 확보방법과 문제점을 파
악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 및 연구실적을 고찰한다. 이와 함께 전문가 자문회
의와 실무자 심층면담을 수차례 실시하여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시 계획수립
과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생활권차원에서 공공시설의 확보를 시도하였던 아파트지구개발기본
계획과 현재 추진중인 뉴타운사업계획서 등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파악하고
자 한다. 이때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수립과정에 참여했던 실무자들과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4. 연구내용 

연구내용은 제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개요에 해당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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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다루었다. 제2장 공공시설확보관련 선행연구에서는 관련연구실적의 고
찰과 관련제도의 검토를 다루었다. 전자에서는 관련연구 동향 및 연구실적, 
밀도 및 개발이익지표, 기반시설부담제도(개발부담금), 생활권의 개념설정을 
대상으로 해서 검토한다. 후자에서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세대별 
부대복리시설 대상과 기준, 공공시설 확보방법을 정비수법별로 검토한다. 
제3장 주택재개발사업시 공공시설확보 방법과 문제점 도출에서는 공통적인 
문제점과 도로와 공원ㆍ녹지 및 공공공지, 학교시설의 확보, 그리고 국ㆍ공
유지, 공용의 청사의 확보, 임대주택의 확보 방법에 대해 검토한다.
제4장 생활권차원에서의 공공시설 확보방법에서는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검
토와 보완과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주거계 지구
단위계획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뉴타운사업계획의 시사점과 보완과제를 다룬
다.
제5장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시 반영해
야 할 사항과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운용적 및 제도적 관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1. 관련 연구 실적 고찰

2. 관련 제도의 검토

제2장 공공시설 확보 관련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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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공시설확보관련 선행연구

본장에서는 기성시가지내에서 추진중인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확
보에 대한 선행연구와 관련제도의 검토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
고자 한다. 
우선 선행연구실적 검토에서는 관련연구 동향 및 연구실적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의 확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인 밀도 및 
개발이익지표, 인센티브제도, 기반시설부담제도 그리고 생활권 개념설정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관련제도의 검토에서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세대수별 부대
복리시설 대상과 기준, 공공시설 확보방법을 검토한다.

1. 관련연구실적 고찰

1) 관련연구 동향 및 연구실적

본 장에서는 기성 시가지내 정비수법에 따른 공공용지(시설) 공급에 관련된 
연구결과의 고찰을 통해 공공시설 확보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도시
계획적 대처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성시가지내 공공시설 확보에 관한 연구는 크게 연구대상별, 연구내용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구대상별로는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
업, 지구단위계획, 재건축, 시가지 일반 그리고 제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기성시가지내 정비사업시 공공시설의 확보방안에 관련된 기존 문헌을 시
계열적으로 살펴보면 [표 2-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가지정비사업을 
다루고 있는 연구논문들은 많다. 그러나 많은 연구논문들이 기성시가지 정비
사업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의 확보방법을 주된 테마로 다루
고 있는 문헌은 의외로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시설의 확
보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다고 판단되는 학회지, 보고서 그리고 석사학위 
이상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에서도 수집 가능한 연구논문을 바탕
으로 검토ㆍ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별로 보면 가장 많은 건수를 보이는 것은 도심재개발과 토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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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이다. 도심은 기존의 다른 지역에 비해 개발밀도가 높고 도시민의 
활동이 집중되는 곳으로 공공시설의 수요가 집중된 지역이다. 한편 주거환경 
개선사업부분에서 공공시설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서 공공시설 확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인천발전연구원(1999)이 있으며 투자공공성 개념을 통해 공공시설의 우선 
확보 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연구 주제별로는 개발부담금, 인센티브, 도시계획적 대응방안, 개발밀도지표, 
개발이익, 민간참여등 6가지 주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밀도와 
개발이익과 같은 지표관련 연구, 인센티브관련 연구, 시설부담금제도관련 연
구, 그리고 생활권 계획(도시계획적 대응방안)등 4가지 주제로 묶어볼 수 있
다. 각각의 주제는 서로 별개의 독립된 내용이기 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
결되어 있다.
공공시설확보 관련 연구들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연구 주제의 변화를 살펴
보면, 과거에는 밀도지표나 생활권별 시설마련 방안과 같은 이론적인 연구들
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인센티브제도와 개발부담금제도 관련 연구
들과 같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점차로 늘
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1] 국내 연구 동향 정리

발표년도
구분

85
이전 88 89 94 95 96 97 98 99 00 01 02 합계

연구
대상
사업

주택재개발 1 1 2 4
도심재개발 2 1 1 1 1 1 1 8

주거환경개선사업 1 1
지구단위계획 1 1 1 1 2 6

재건축 1 1 2 1 5
토지개발(택지개발) 1 1 2 1 1 1 7

연구
주제
및

결과

개발부담금 제도 1 1 1 1 1 1 1 3 1 11
인센티브 1 1 3 1 6

계획적 대응* 3 1 1 5 3 1 2 16
밀도지표 2 1 1 1 2 2 1 10
개발이익 1 1 1 1 1 5
민간참여 1 1 1 1 4

주 1) 연구주제 중 주변지역을 고려한 공공시설 확보와 생활권별 시설마련 방안은 동일한 논리선상에 

있다고 보고 통합하였음

   2) ‘공공시설’로 검색된 것(국회도서관)중 수집가능한 문헌1)을 대상으로 하였음.

1) 송종석(1975); 김창석(1978); 정재 (1981); 이부  유완(1985); 이건기(1985); 서울특별시(1988); 김경진

(1988);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4); 송 섭ㆍ정삼석(1994); 국토개발연구원(199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고선하ㆍ유응교(1996); 김군수(1996); 대한주택공사(1996); 박종호ㆍ양우현(1996); 유응교ㆍ고선하

(1996); 한국지역개발학회(1996); 고선하(1997); 김통천(1997); 수도권개발연구원(1997); 유지곤(1997); 정

삼석(1997); 김 환(1998); 신중진(1998); 김 군(1999); 김철수(1999); 김혜 ㆍ신중진(1999); 인천발전연

구원(1999); 김성현(2000); 허재완(2000); 국토개발연구원(2001); 조남성(2001); 권오창(2001); 김형복ㆍ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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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용적률, 인구밀도 그리고 개발이익과 같은 지표들은 해당 지역에 필
요한 공공시설의 규모와 연관되어 있다. 인구밀도나 개발이익 그리고 건폐
율, 용적률의 증가는 지역내 공공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처럼 지표관련 연구들의 대부분은 해당지표들과 공공시설의 규모변화에 관
한 실증분석들이다. 한편 기성 시가지내에서는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기 어렵
고 대부분의 개발사업들이 필지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센티브제도가 있다. 건물 단위
로 개발을 실시하는데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주
민들에게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데에 이용된다.
공공시설을 확보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는 개별적으로 일어나
는 개발사업들은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지만 구역 혹은 도시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시설의 부족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해당 단지뿐만 아니라 생활권 혹은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 지역 차원
의 계획적 해결책이 필요하다. 계획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은 
Clarence. A. Perry의 근린주구 이론으로 시작되는 생활권 계획과 밀접한 연
관이 있다.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인구밀도와 이에 따른 공공시
설의 배치 및 규모에 대한 이론은 도시계획적으로 그 역사가 깊다.
공공시설관련 논의의 또 다른 연구 주제는 수익자부담논리를 통해 부족한 
공공시설을 개발주체에게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다. 급격한 도시화의 과정 속
에서 늘어나는 주택수요에 맞추어 공공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
이 필요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 시설부담
금, 혹은 기반시설연동제와 같은 제도적 대응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위에 제시된 공공시설관련지표연구, 생활권 계획 그리고 개발부담금관련 연
구는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시설확
보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내 공공시설 수요를 결정하여야 한
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구밀도, 건폐율과 용적률 혹은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규모 등과 같은 지표들이 이용된다. 즉 적정한 개발부
담금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 관련 지표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시설의 공간적인 배치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생활권관련 연구들이 유
용하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기성 시가지내 공공시설의 부족 양태를 점
검하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수원(2001); 김희 (2001); 남진(2001); 문석ㆍ이원근ㆍ김 하(2001); 최은지(2001); 이명훈ㆍ김철(2002); 

문홍길(2002);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 최막중ㆍ황규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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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밀도 및 개발이익지표

공공시설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초기연구들에서는 공공시설의 수요가 도심
에 가장 많고 외곽으로 갈수록 줄어들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공공용지부담율
과 도심으로부터 사업구역까지의 거리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이
후 연구는 사업 구역내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단지의 규모와 같은 단지 
자체적인 요소들을 회귀모형에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각 지표들과 공공용지계획 및 공공용지 기존비율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공공용지계획에 있어 지표로서 의미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후
의 연구들에서는 개발이익에 따라 공공시설확보비율을 결정하고자 하는 시
도와 지구단위 계획에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마련하려는 시도 등이 이
루어졌다. 지표관련 연구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공공시설의 지표로서 도심으로부터의 거리를 이용하고 있는 연구로 이부영
ㆍ유완(1985)이 있다. 이들은 당시(1978)의 도심부 재개발 구역내 공공시설 
설치계획과 도심으로부터 각 구역까지의 거리, 사업계획 결정시기, 구역면적
의 크기와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시설의 공간적 위치는 도시민의 
활동이 집중된 도심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공공용지는 
외곽지역보다 도심지역에 그리고 구역의 면적이 클수록 더 많이 확보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증분석결과 실제 공공용지의 공간적 분포는 그렇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도심과의 거리, 구역면적과 
공공시설계획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공공시설용지계획에 일관
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은 해당 기간의 공공시설
계획이 전체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개별사업단위를 중심으로 이루
어졌기 때문이다. 도심으로부터 거리를 이용한 연구들은 도시공간구조상의 
효율성에 따라 공공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주로 도심재개
발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 주거밀도
기성시가지내 주거 밀도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은 직접적
인 수혜자인 주민들의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연구의 대상으로
는 주택재개발지구를 선택하였다.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고선하ㆍ유응교
(1996), 고선하(1997)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전주 호성, 효자지구를 사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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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주거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시설의 부족이 나타난다고 주장하
고 있다. 또한 이들은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거주민들
이 느끼는 불만족을 측정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거주민들의 불만족의 원인으로는 지구차원 개발 미흡, 사업
계획과 시행계획의 차이, 자투리에 공공시설을 배치하거나 지역을 분할하는 
경향, 공공의 기간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당시 밀도규제기준이 너무 높거나 (당시 일반주거의 용적률은 400%) 혹은 
건축밀도와 기반시설 규제수단이 없다는 점 그리고 단위건물 위주 및 획일
적 규제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고밀주거지의 공공시설 부족원인의 해결책으
로 용도지역 세분화와 개발밀도 하향조정,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개발부담금 
등의 제도적 장치마련, 주민참여 확대 그리고 지구차원의 기본계획수립과 개
발밀도의 하향조정 등을 제안하고 있다.

－ 건폐율, 용적률
송영섭ㆍ정삼석(1994)의 연구는 공공용지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공공
용지부담률, 도심으로부터 거리, 구역면적에 건폐율과 용적률 지표를 추가하
여 각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공공
용지계획과 건폐율 및 용적률과의 관계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난 반면 공공용지부담률과 공공용지계획비율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용지의 기존비율과 동일한 종속변수를 사
용한 회귀분석결과는 유의한 변수를 찾아내지 못하였다. 기존의 공공용지부
담비율이 도심으로부터 거리로서 설명되지 않는 것은 전체 도시공간구조상
에서 각 사업지구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용지 부담
비율이 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기대이익률
정삼석(1997)은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제적 수지측면에 관계없이 부과되는 당
시의 공공용지 부담방식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과다한 사업비의 부담을 지
우기 때문에 공공용지 확보가 현실적으로 더욱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도심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민간업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에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앞으로 나올 수익률을 산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공용지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기를 주장하였다. 그는 
이와 같은 논리하에 사업의 기대이익율에 근거한 공공시설확보를 위한 분담
률에 대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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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센티브제도

인센티브(Incentive)제도는 일종의 유인책으로서, 인센티브(또는 포상)을 제
공함으로써 어떤 도시설계적인 요소를 개발자가 자발적으로 확보하도록 유
도하는 수법이다.2) 대표적인 예로는 용도지역의 변경 (상향조정)시 변경된 
용적률을 모두 허용하지 않고, 지역의 특성 혹은 기반시설의 여건을 고려하
여 그 일부(평균용적률 혹은 기준용적률)만을 허용한 후, 도시설계지침의 준
수 및 필요 공공시설의 확보 여부에 따라 일정한 용적률 범위(허용용적률) 
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상환용적률)해주는 새로운 도시설계기법3)인 유도용
적제가 있다. 공익ㆍ쾌적 요소를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는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의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되어 있다.
상기의 연구들이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반면 인센티브 관련 연구
는 미시적인 수준에서 공공시설의 확보제도에 관한 연구이다. 문홍길(2001)
은 해당지구의 기반시설용량과 기준, 허용용적률과의 상관관계를 정량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와 경험이 빈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때문에 지역내 
용적률 설정시 문제가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제도상에서는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건축가능 연면적이 줄어드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최막중ㆍ황규헌(2002)은 당시 적용되던 
인센티브안에 대한 모의실험은 실시함으로서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도시계획법(2001.7.1 개정)의 기준에 의한 공공공지의 확보비율
은 인센티브의 범위가 너무 좁고 다른 안에 비해 공공공지 제공비율이 증가
할수록 민간은 더욱 많은 손해를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인센티
브제도는 공공시설 확보방안으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에도 도입되어 있다. 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는 지구단위계획시 건축물
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에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기반시설부담제도(개발부담금)

앞에서 논의된 연구들이 수요에 따른 공공시설의 적정한 분포, 즉 공간적 배
치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개발부담금관련 연구는 공공시설의 적정한 

2) 한국도시설계학회, 「지구단위계획」, 2001, p.225

3) 김 환, “도시설계에서 인센티브 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Vol.33, No.6, 1998

4) 최은지(2001)의 결과 역시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유도용적제에 의한 인센티브 적용 사례분석을 한 결과 

소형필지의 경우 현재와 같은 인센티브 규정은 문제점을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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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을 이루기 위한 수요와 공급의 조절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공시
설의 규모가 적정 이용 용량을 초과할 때 혼잡이 발생하여 시설 이용자의 
편익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대부분의 공공재는 비배제성 (non - 
excludability) 및 비경합적 (non - rivalry) 특성이 강하고 이런 특성 때문
에 공공재의 공급은 종종 시장의 실패 (market - failure)로 나타난다. 이런 
이유로 공공재에 대한 공공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며 공공은 수익자부담원칙
(혹은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공공시설의 일정부분을 개발자에게 부담
하게 함으로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논의는 수도권 주변에서 난개발이 심각해지면서 본격적
으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기반시설부담구역과 같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초기연구는 지대식(1995)이 있다. 그는 공
공시설부담금제도의 도입 가능성 및 방향을 모색하면서 문헌 및 외국제도에 
대한 고찰도 하고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현황분석을 통해 개발부담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기성시가지내 개
발사업에서 공공시설의 수요증가에 따른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과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도시문제 차원에서 도시계획
적으로 접근 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5)

지대식(1995)의 연구가 개발부담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 권오창
(2001)은 미국과 한국의 법제도를 비교하면서 공공시설부담금제도의 운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의 공공시설부담금제도가 초보적
인 기부채납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련법령상에도 확보대상시설, 확보기
준,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정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분할
개발에 의한 난개발에 대처할 수 있는 부담금제의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였
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와 토지이용계획과의 연계성의 제고 그리고 
포괄적이고 다양한 부담방식의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반시설부담제도의 운용기준을 마련하
기 위한 연구를 국토연구원(2001)에서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효율적 운용을 위
해 기반시설 범위의 명확한 설정, 기반시설부담 개발행위의 구분의 필요성,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범위 설정에 있어서 주민부담의 최소화와 공공의 역할, 

5) 국토개발연구원, 공공시설부담금제의 도입에 관한 연구 1 , 1995, pp.100~1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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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기반시설특별기금(가칭)의 마련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5) 생활권의 개념설정

－ 생활권 개념
생활권계획의 고전적인 예는 페리의 근린주구이론이며 교외지역의 신도시에 
실현되었다. 레드번(Radburn)에 적용된 근린주구 이론은 초등학교를 중심으
로 하는 자족적 개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근린주구이론은 한
계 (예를 들어 스쿨버스 시스템이 도입되어 통학범위가 확장되는 경향이 있
으며 대형유통점의 출현으로 근린주구내 상가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
다.)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현대사회체계의 변화를 기존의 근린주
구 이론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 들어서는 근린주
구를 다시 해석한 생활권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6).
도시계획제도상에도 생활권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 김성현(2000)에 의하면 
각 생활권 개념과 도시계획과의 관계는 [표 2-2]와 같다. 그의 분석에 의하
면 현재의 도시계획관련 법령에서는 주로 소생활권 관련 시설들의 입지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중생활권이나 대생활권 관련 시설들에 관해서는 
특별한 법적 규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보
면 대생활권과 중생활권에 해당하는 시설들의 입지에 대한 법적구속력이 없
기 때문에 이들 시설들의 배치에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소생활
권에 해당하는 시설들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복리시설로 구분되
어 있어 제도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
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표 2-2] 생활권개념과 도시계획의 관계

구분 도시계획에의 적용 권역의 설정 생활권중심시설의 입지에 
관한 법적 규정

도시계획을 통한 
시설의 입지여부

대생활권 자치구 도시계획의 적용 도시계획실무에서만 적
용됨

(제도적 근거 없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
음으로 도시계획에서 
제어 불가중생활권 자치구 도시계획에서 생

활권 계획 적용

소생활권
(근린생활권)

도시계획의 적용을 받지 
못함

근린생활권으로 분류되
어 법제도상 명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에서 복리시설로 구분되어 
입지기준제시

도시계획의 영향을 받
지 않음으로 제어 불가

출처) 김성현, “생활권 중심시설의 적정입지를 위한 도시계획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1988, p.50

6) 근린주구론의 국내의 적용과정은 이규인외 5인, "우리나라 주거지계획에서 생활권개념의 변화와 그 의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13, No.10, 1997 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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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권별 시설 배치
개별적으로 일어나는 개발과정은 지역차원에서 공공시설 부족현상을 불러오
고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생활권별 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광역적 차원에
서 계획적 대응을 이용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많은 연구들이 개별적으로 진
행된 각종 정비사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지역내 공공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안으로 지구 혹은 지역 차원의 계획적인 시각을 확보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적 해결방안의 대표적인 예는 생활권별 공공시설배치를 주장하는 연구
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초기 연구들은 송종석(1975), 
김창석(1978) 그리고 정재영(1981)등의 연구가 있다. module(송종석, 
1975) 혹은 근린주구로 이루어진 주거단위는 Clarence A. Perry의 근린주구 
이론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각 연구들은 적정한 인구 밀도를 유지
하고 있는 주거단위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1997)에서는 근린주구 개념에서 출발해 생활권을 정의하고 이들 
권역별로 적정한 수준의 도시공공시설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조례의 개선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장기
적인 접근으로 지구차원의 계획(근린생활권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표 2-3] 생활권 및 주민이용시설

생활권 행정 교육 여가 사회복지 보건 유통

1차생활권
(소생활권)

동사무소
우체국
파출소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어린이 놀이터
아동공원

소단위운동장

탁아소
경로당
집회장
회관

병원
치과병원
한의원
약국

슈퍼마켓
소매시장

은행
지역사회금고

2차생활권
(중생활권) 출장소 고등학교

도서관
지구공원
운동장

종합복지센터
청소년회관
직업보호소

상담소

보건소
종합병원

쇼핑센터
도매시장(소)

3차생활권
(대생활권)

구청
경찰서
소방서

전문대학
대학교

연구기관
종합운동장

특수복지센터
양로원
고아원
갱생원

종합병원(대)
특수병원

보건연구원

부도심
백화점

유통센터

출처) 박병주, ｢도시계획｣, 형설출판사, 1990

생활권의 개념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
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89조에 정의된 바에 의하면 기개발지의 경우 개
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 2천세대 ~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생활권 개념으로 보면 소생활권
에 해당된다. 또한 서울시 도시기분계획 2011에서는 생활권구분의 최소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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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치구단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생활권 계획은 자치구계획을 통
해 구현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권은 인구규모에 따라 보통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생활권별로 각각 중요한 시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 
시설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공공공익시설들은 [표 2-3]과 같다.

2. 관련 제도의 검토

1) 공공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공공시설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공사, 공단)가 
직접 국민이나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
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하지만 학문적으로 확립된 개념은 아니다.7) 또
한 현행 법률에서도 매우 다양한 방식과 용어로 공공시설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계획 관련 법규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기반시
설과 공공시설, 주택법에서는 간선시설과 복리시설 그리고 도시및주거환경정
비법에서는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령에서 공공ㆍ공익시설을 정의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
하다. 즉,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도 관련시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
거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한 두가지 시설을 나열한 후 유사시설
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공동이용시설)등이 혼재되
어 있다.8)

[표 2-4]는 도시계획관련법령 중 가장 포괄적이고 상위법률이라고 볼 수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표시한 것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서는 모두 7가지의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각각의 종류별로 해당 
시설을 나열하고 있다. 이중 도시관리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시설을 도시계획
시설,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을 광역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에서는 공공시설과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시설은 주로 방재와 보건위생시설 그리고 교통시설이 해당되며 지구단

7) 유지곤,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한 공공시설 공급체계의 규명”, 한양대학교박사학위, 1997, p.27

8) ibid., pp28~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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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획의 기반시설은 주로 광장, 공원 같은 공간시설과 학교 공공청사 등의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지칭하고 있다.

[표 2-4]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종류

종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구단위계획 주택법
(간선시설)

도시및주거환
경정비법

(기반시설)
주택재개발기

본계획기반시설 공공시설 기반시설

교통
시설

도로 О О О О О О
철도 О О
항만 О О
공항 О О

주차장 О О(행정청) О О(공용) О
자동차정류장 О

궤도 О
삭도 О
운하 О О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О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О

공간
시설

광장 О О О О
공원 О О О О О
녹지 О О О О

유원지 О
공공공지 О О О О

유통
공급
시설

유통업무설비 О
수도ㆍ가스공급설비 О О О О О(상수도)
전기ㆍ열공급설비 О О

방송통신시설 О О
공동구 О О О О
시장 О

유류저장및송유설비 О

공공
문화
체육
시설

학교 О О О
운동장 О О(행정청)

공공청사 О О О
문화시설 О О О
체육시설 О
도서관 О О О

연구시설 О О
사회복지시설 О О О

공공직업훈련시설 О О
청소년수련시설 О О

방재
시설

하천 О О О
유수지 О
저수지 О О(행정청)

방화ㆍ방풍ㆍ방수ㆍ사
방ㆍ방조설비 О О О* О*

보건
위생
시설

화장장 О О(행정청)
공동묘지 О О(행정청)
납골시설 О О(행정청)
장례식장 О
도축장 О

종합의료시설 О О
환경
기초
시설

하수도 О О О О О О
폐기물처리시설 О О

수질오염방지시설 О
폐차장 О

주 1) 소방용수, 비상대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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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설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반시설과 일치하지 않는다. 주택법의 경우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의 유통과 공급시설중 일부분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및주거
환경정비법에서는 공간시설 대부분과 유통공급시설중 수도ㆍ가스공급설비와 
공동구 그리고 공공문화체육시설중 청소년 수련시설만이 해당된다. 그러나  
주택법에는 [표 2-4]에 나타난 시설이외에도 복리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기반시설에 속하며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탁아소, 어린이집, 경로당,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달리 주택법이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경
우는 기성시가지내 개발 사업단위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로 좀더 미시
적인 관점에서 필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은 각 법률의 대통령령이나 건설교통부령등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기성
시가지 개발사업과 관계되는 시설은 주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과 도시
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주
택재개발기본계획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도 기타 필요한 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기반시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설치되
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한편 구체적인 시설의 입지
는 대부분 하위법령이나 관련계획에서 다루어진다. 그러나 개별 사업지구내
에 이들 시설이 필요한 경우 법적인 설치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만으로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 및 기
반시설이 본 연구의 관심 영역인 기성시가지내 개별사업에 어떻게 설치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또한 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개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도시계
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등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상의 모든 시설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
한법률상의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들을 주택재개발지구에 설치
하려고 할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적절한 규정을 찾기 어렵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지만 앞으로 공공시설 관련규정들이 일관성 부족
으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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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수별 부대복리시설 대상과 기준

현재의 법조항은 세대 규모별로 공공시설과 공공공익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있다. [표 2-5]는 현행법령에 나타난 세대규모별 시설들을 정리한 것이다. 
한편 세대 규모에 따라 공공시설 면적과 비율을 정하고 있는 현행 법조항을 
피하기 위해 분할개발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천세대 이상 
개발사업시 진입도로의 확보규정은 12m 이상이나 이를 피하기 위해 500세
대로 분할 개발하는 사례9)가 있다. 또한 진입도로 설치 규정에 있어 진입도
로의 2개이상 도로폭 합계 규정은 어디까지를 진입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그
리고 2개의 진입도로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세대수별 공공공익시설 
확보규정은 소규모 개발이 집단적으로 실시된 지역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즉, 개별사업별로는 법상 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나, 이들 소
규모단지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심각한 공공공익
시설 부족사태가 나타날 수 있다.

[표 2-5] 세대수별 부대복리시설 기준

규모(호)
시설

50
미만 50 100 300 500 800 1000 2000 2500 3천 5천

이상 비고

관리사무소 ● ● ● ● ● ● ● ● ● ●
어린이놀이터 ● ● ● ● ● ● ● ● ● ●

경로당 ● ● ● ● ● ● ● ● ●
주민공동시설 ● ● ● ● ● ● ● ●
지하주차장 ● ● ● ● ● ● ● ● 전용면적에따라다름

주민운동시설 ● ● ● ● ● ● ●
보육시설 ● ● ● ● ● ● ●

문고 ● ● ● ● ● ● ●
가스공급시설 ● ● ● ● ● ● ● 가스공급계획에따라설치

근린광장 ● ● ●

교육
시설

유치원 ● ● ● ●
초등학교 ● ● ●
중ㆍ고등 ●

공원 소공원 ● ● ● ● ● ● ● ●
근린공원 ● ● ●

도로
(m)

진입도로 6 6 6 6 8 12 12 15 15 15 15 진입도로1개일 경우
12 16 16 20 20 20 20 20 진입도로2개일 경우

단지내도로 4 4 6 8 12 12 15 15 15 15 15
주 1) 보다 상세한 기준은 부록1 세대수별 부대복리시설을 참고할 것.

9) 본문 p.3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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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이 필요하며 가능한 대안으
로는 공공시설부담면적을 세대당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면적이 큰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공공이 부담하고 설치비용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
함으로서 조성되는 개발부담금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
현 부대복리시설규정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들 규정이 사업시만 해당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현재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개발사업이 일어
나지 않는다면 실현될 수 없는 기준으로 기성 시가지내 도시민들이 이용하
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따라서 개발사업이 일어나
는 곳에만 공공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이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
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단위가 아닌 도시차
원의 장기적인 공공시설 확보계획과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적절한 환수장
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업방식별 공공시설 확보 방법

기성시가지내 개발사업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
선사업, 아파트지구 그리고 지구단위계획등 다양한 사업방식이 있다. 이들 
사업방식은 모두 기성시가지내 주택지에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
지만 사업방식에 따라 공공시설의 확보방식을 비롯하여 공급평형(개발평형) 
및 시행주체 등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2-6] 주택재개발ㆍ재건축ㆍ아파트지구ㆍ주거환경개선사업의 비교

구분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아파트지구
(고밀아파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재개량방식 공동주택방식

시행주체 조합, 자방자치단체 
등

조합과 주택등록업
체의 공동시행

조합과 주택등록업
체의 공동시행

주택:토지 및 건축
물 소유자

공공시설:지자체장
지자체장, 공공기
관

개발평형
40% : 60㎡이하
80% : 85㎡이하
세대수10%이내 평형
비율조정가능

제한없음 20% : 60㎡이하
30% : 85㎡이하 현지개량

분양ㆍ장기임대주
택 : 85㎡이하

영구임대주택 : 60
㎡이하

용적률 계획용적률 180% ~ 
220% 용도지역에 따름

270% + 15%(신설 
공공용지 확보 비
율에 따라)

400% 이하

공공의
사업지원

국민주택기금지원
재개발사업기금지원 없음 없음 개량자금융자

건축법특례
주택자금융자(전용
60㎡이하)

공공시설설치
공공시설
확보방법

계획용적률
세대당 확보기준
기부체납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용적률 인센티브
세대당 확보기준

지자체에서 공공
시설 정비 및 확
충

지자체에서 공공
시설 설치비용 지
원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와 집주인의 

계약관계에 의함
세입자와 집주인의 
계약관계에 의함

주거대책비 + 공
공임대주택입주권

주거대책비 + 공
공임대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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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방식별로 공공시설의 확보방식을 [표 2-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
택재건축과 저밀도아파트지구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은 공공의 개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의 경우 공공의 개입여지가 
거의 없어 공공시설의 확보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조건에 놓여있다. 주택재
건축사업의 주체는 민간부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공공의 개입여지가 거의 
없으며 적용되는 법률도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적용을 받고 있어 주택건설기
준등에관한규정상의 공공시설만을 확보하면 된다. 그러나 주택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전에 비해 인구특성이 변화하여 주변지역에 공공시설수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소규모 주택재건축이 집중적으로 일어날 경
우 해당 지역에 생활권단위에서 필요한 학교시설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이 전무한 형편이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주택재건축사업과 대조를 이루
는 사업방식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의 개입이 
매우 강하다. 공동주택방식의 경우에는 공공시설설치비용을, 현지개량방식에
서는 공공시설의 설치 자체를 공공에서 전담하고 있다.

[표 2-7] 주택재개발과 저 도아파트지구의 공공시설확보방안 비교

구분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저밀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잠실)

도로 기본계획상 계획도로 명시 증가 교통량에 따라 도로 확폭

공원ㆍ녹지 건립세대당 2% 혹은 구역면적(3만㎡이상)의 5%
중 큰 면적

총주구면적의 4% 공원 + 주택단지 면적의 40% 
이상을 녹지로 확보

학교 추가확보기준 제시
소규모학교 유도 학교신설면적 50%에 인센티브 적용

기타 지구내 필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공
공이 지원

중심시설용지에 근린공공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을 계획

주택재개발사업과 아파트지구의 경우는 각각 주택재개발기본계획(1998)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해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공공시설확보 방
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2-7]에서는 주택재개발과 저밀도아파트지구중 잠
실지구의 공공시설 확보방안을 비교하였다. 주택재개발의 경우 계획용적률 
개념을 도입하여 추가확보공공시설용지비율에 따라 개발 가능한 용적률의 
총량이 유지되게 함으로서 공공시설의 추가확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
였다. 또한 주요공공시설인 도로, 공원, 학교 등의 확보의 기본 원칙을 제시
하고 있다. 한편 저밀도아파트지구의 경우는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을 통해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시설확보정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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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를 주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공공시설의 확보방안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고 있
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
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
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46
조).”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 2-8]과 같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용적률의 경우는 제공후 대지면적과 제공면적의 
비율의 1.5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최
대로 허용이 가능한 기준이며 각 지구단위계획구역별로 다를 수 있다. 

[표 2-8] 현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부지 제공시 인센티브

구분 제1종지구단위계획 제2종지구단위계획

건폐율 건폐율×(1+제공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

용적률 용적률×1+1.5×(제공면적÷제공후의 대지면적)〕이내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

높이제한 제한높이×(1+제공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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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택재개발사업시 공공시설확보 방법과 문제점

현행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주택재개발 사업시 확보되어야 할 공
공시설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대상으로 검토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
출하였다. 공공시설의 대상으로는 도로 (진입로, 지구내도로)와 학교, 공원 
및 녹지를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공공시설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로 국공유지와 공용의 청사, 공공용지, 임대주택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공시
설확보와 관련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현황조사 및 분석, 그리고 기존 연구
축적의 활용, 전문가와 실무자의 자문회의와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주
택재개발사업이 비교적 많이 추진된 각 자치구의 실무담당자들과의 심층면
담을 통해 공공시설 확보시 계획수립과 운용과정에 발생하는 도시문제를 상
세히 파악하고자 한다. 심층면담에 협조해준 자치구는 관악구, 성동구, 마포
구, 성북구, 강북구, 동작구이다.

1. 공통적인 문제점

1) 평면적인 도시계획도로 배치로 현실과 괴리 발생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사업구역내로의 진입로 공사를 비롯하여 주변의 
도시계획도로의 확보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주택재개
발사업구역 주변에 확보된 도로 중 주변 지형을 고려했을 때 매우 불합리하
게 개설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응봉동 신동아 아파트 진입도로의 경우 
지형을 무시한 도로 개설로 마치 공중누곽과 같은 모습([그림 3-1] 참고)
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지역에 설치된 도로는 급격한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설치되어([그림 
3-2] 참고)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예는 성동구
와 같이 구릉지변에 주택재개발구역이 산재한 곳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소규모의 재개발구역이 다수 분포함으로서 생활권 차원에서 필요한 공공시
설의 확보하기 어려웠고 재개발사업구역들의 사업시기가 서로 달라 진입로 
확보시 지형을 도외시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또한 당초에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할 때 현장검증이 부족한 가운데 계획도면에 의존하여 
온 까닭에 사업 추진시 지형지물의 영향으로 도로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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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고 있다.

[그림 3-1] 공중누곽 형태의 개설도로 (성동구 응봉동 일대)

[그림 3-2] 공중누곽 형태의 계단식도로 (성동구 응봉동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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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동의에 의존한 구역설정은 공공시설 확보 불리

주택재개발사업지구는 1998년에 발표된 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명
시된 재개발구역 범위내로 한정하고 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거
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주택재개발사업은 구역범위내에서 주민동의가 
이루어진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택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인
가를 얻기 위해서는 각각 토지, 건물소유자의 2/3이상의 동의10)가 필요하게 
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필지는 제외하고 구
역지정신청을 진행시키게 된다. 결국 주민동의에 의존한 구역지정은 부정형
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재개발구역의 모양이 선형 혹은 부정형으로 
설정된 경우, 지구내 토지이용은 물론 공공시설 확보시 불리하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사업지구와 면한 기존의 좁은 도로의 확장도 
실시된다. 이 경우에도 부정형인 사업지구의 형태를 따라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도로의 정비효과가 감소하게 된다. [그림 3-3]은 동대문구 이문5재
개발구역의 사업지구의 범위이다. 전체 642가구를 건립한 이문5구역은 부정
형인 재개발사업지구의 경계선을 따라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다.

[그림 3-3] 부정형인 주택재개발구역 형태 (이문5구역)

구역명

면적(㎡)

정비건축물

건립가구수

이문5 

30,363

247

642

도시계획도로설치

구역명

면적(㎡)

정비건축물

건립가구수

이문5 

30,363

247

642

도시계획도로설치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시 주민동의 비율을 4/5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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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개발을 허용하는 경우는 공공시설 확보 불리

선형, 부정형으로 사업지구가 설정된 곳에서 분할개발까지 허용되는 경우에
는 공공시설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사례는 특히 간선도로망이 취
약한 곳에서 진입도로 확보시 많이 발생한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25조에 의하면 건립가구수 1000세대 이상인 경우, 진입도로가 하나일때는 
15m이상 그리고 2개일때는 합계 20m이상 도로를 확보하여아 한다. 그러나 
[그림 3-4]에서 보이는 것처럼 종로구 창신지구의 경우 2개의 단지로 분할 
개발함으로서 개발당시 도로폭 12m, 길이 96m 도로를 확보하고도 개발이 
가능했다. 이와 같은 개발양태를 보이는 것은 기성시가지내에서 추가로 진입
로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법령이 세대수기준으로 
공공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공공시설 설치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11).

[그림 3-4] 분할개발로 공공시설설치 회피 (종로구 창신지구)

1단지 2단지

25827 220 585

38562 364 919

면적 정비건축물 건립가구수지구명

창신1-1

창신1-2

합계 64389 584 1504

출입구 (2)

출입구 (1)

단지진입도로

1단지 2단지

25827 220 585

38562 364 919

면적 정비건축물 건립가구수지구명

창신1-1

창신1-2

합계 64389 584 1504

출입구 (2)

출입구 (1)

단지진입도로

4) 1인당 공공시설면적이 일반아파트 단지에 비해 불리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공동주택은 다른 아파트단지에 비해 1인당 공공시설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표 3-1]는 주택재개발 아파트와 저밀도, 고밀

11) 한편 창신지구의 경우 나중에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인 15m로 도로를 확장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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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택지개발지구 등의 용적률과 호수밀도를 비교하고 있다. 호수밀도 면에
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곳은 고밀도 아파트(151.1 호/ha)이며 주
택재개발(378.0 호/ha)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각 지구별로 전
체면적과 공공시설 확보면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세대당 공공용지면적은 
호수밀도에 반비례하게 된다. 각 지구의 면적이 1ha이며 전체지구면적의 
25%를 공공용지로 확보한다고 가정한 후 1인당 공공용지면적을 계산한 결
과를 [표 3-1]에서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1인당 공공용지면적에서 가장 불
리하게 나타난 곳은 주택재개발구역(6.61 ㎡/호)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주택재개발의 경우 조합원주택분만 아니라 일반분양분 주
택과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까지 동시에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호수밀도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1인당 공공용지비율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표 3-1] 서울시 재개발 지역의 개발형태별 도비교

구분 용적률(%) 호수밀도(호/ha) 호수당 공공용지(㎡/호)
저밀도 APT지구 90.7 153.3 16.31

고밀도 APT지구 178.1 151.1 16.55

상계 택지개발 174.1 241.4 10.36

재건축조합 APT 318 284 8.80

평지 재개발 267.4 260.1 9.61

구릉지 재개발 263.6 236.1 10.59

주택 재개발 - 378 6.61
주 1) 주택재개발 =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 + 조합원 주택 + 일반분양분

   2) 1인당공공용지는 지구면적1ha에 25%공공용지를 확보할 경우임.

   3)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1998, 부록 p.5 참고

2. 도로 용지(진입로, 지구내 도로) 확보

1)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지침 및 기준

< 기본방향 >
- 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자연지형에 알맞은 교통계획을 수립 : 주변지역에

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높인다.
- 교통계획은 지역차원에서 발생할 교통량을 미리 예측, 수용할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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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망의 위계를 설정하고 대중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방안을 모색한다.
- 필요한 진입로의 규모등은 도시적 차원의 교통영향 분석을 통하여 설정한다.
< 기본원칙 >
-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간선도로 이하 도로에 면하는 것을 원

칙
- 간선도로 간격이 1km 이상이거나 단절된 경우 연결도로 계획
- 추가 필요한 도시계획도로를 계획에 명시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통계획 >
- 재개발구역이 집단적 분포하고 추가적인 도로 확보 곤란할 경우에는 계획용적

률 하향조정
- 재개발구역이 분산형으로 분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진입로의 위치를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공공과 협의
<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
- 간선 가로망의 접속을 최소화
- 주변지역 교통량과 도로의 용량을 고려하여 계획
- 구역내 서비스기능을 가지는 도로의 통과교통 억제
- 대중교통수단 정차대 마련으로 차량통행의 지장을 줄이도록 계획
- 과도한 교통의 집중 예상 도로변의 건축선 후퇴를 통한 교통공간확보
- 보행자의 안전 고려
- 계획도로의 신설 및 확폭계획을 실시

2) 도로망이 취약한 곳에 과밀개발허용으로 교통환경 악화

강북구 마아동에 위치한 북한산시티아파트는 동편으로는 도봉로와 미아로로 
이어지는 간선도로가 있으며 서편으로는 보국문길이 있다. 지하철역에서 직
선거리로 1km이상이며 삼양사거리를 거쳐서 도로를 따라서 단지출입구까지
의 거리는 약2km로 역세권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 따라서 도심으로의 
통근교통수단의 상당부분이 자가용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88년에 서울시에서는 미아지구에 대하여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주변지역에 대해 교통량을 조사하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주변의 
교통상황은 당시에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에는 재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의 교통량 조사상황이 정리되어 있다. 조사에 의하
면 미아재개발구역에서 도심으로의 주요 통근로인 삼양로와 보국문길 교통
상황은 이미 F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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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미아재개발구역 연결도로의 서비스수준

구분 도로용량(pcu/시) 교통량(pcu/시) V/C 비 서비스 수준
솔샘길 3,200 2,471 0.77 C
삼양로 3,200 3,984 1.25 F

보국문길 1,600 2,203 1.38 F
북한산시티→보국문길 3,200 2,547 0.80 C
주 1) 서비스 수준 E : 교통밀집이 발생하여 운전자가 견딜수 없는 상황 (V/C 0.91~1.00)

   2) 서비스 수준 F : 속도를 거의 낼수 없으며 교통혼잡이 발생하는 상황 (V/C 1.01이상)

출처)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계획(미아지구)」, 1988

미아재개발구역 일대의 광역교통망을 살펴보면 [그림 3-5]와 같다. 미아사
거리일대는 강북주거지에서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용되는 도봉로와 삼
양로가 지나고 있으며 예전부터 교통정체가 심한 곳이다. 도심과 강남으로의 
통근통행으로 이용되는 정릉길과 미아로 위쪽으로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북
한산시티아파트 (미아1-1구역, 5,327가구)를 비롯하여 벽산라이브파크 (미
아1-2구역, 2,075가구), 미아5구역 (2,141가구)이 이미 사업을 완료하거나 
진행중에 있으며 앞으로 대규모 개발이 일어날 성북구의 정릉뉴타운(13,730
가구)의 세대규모 등은 어림잡아도 2만가구를 넘어서는 아파트가 세워지게 
된다.

[그림 3-5] 미아재개발구역 주변 주요 도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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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추진시 지역차원의 교통영향평가 없이 사업단위로 인허가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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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고 있어 광역적인 수준에서의 교통문제에 대응이 곤란하다. 특히 사업
단위가 작은 재개발구역들이 산재해 있는 곳은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
다. 한편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지역 교통량과 도로의 용량을 고려하여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은 앞으로 사업이 진행될 곳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계획수립 이전에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들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이 없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지구와 이미 시행중이거나 완료된 지구간의 도시계획 도로용
지 부담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등 실행상의 어려움이 있다.

3) 재개발사업후 차량증가로 지구내 교통환경악화 우려

주택재개발사업 전후의 차량대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원단위를 이용하여 
변화량을 추정해 보았다. 사용된 원단위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에서 
제시된 것이며 당시 사업이 완료된 130여곳의 재개발구역현황을 이용하여 
산정된 수치이다. 강북구 미아동일대에 위치한 미아1-1구역, 미아1-2구역, 
미아5구역에 대해 원단위를 적용하여 재개발사업전후 차량보유대수를 추정
한 결과는 [표 3-3]과 같다. 추정결과 세대수가 24%정도 증가한 미아1-1
구역과 미아1-2구역의 경우 차량대수는 사업전에 비해 각각 668%, 66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세대수가 감소한 미아5구역에서도 488%의 
차량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다. 3개 구역만 보더라도 재개발사업이 완
료되면 차량대수는 사업이전보다 621%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한편 
미아재개발구역과 인접한 길음뉴타운의 개발에 의한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이들 교통량이 집중될 노선인 보국문길과 삼양로는 더욱 심각한 교통정체현
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3-3] 원단위를 이용한 미아재개발구역 교통수요 추정

구역명
세대수 차량보유대수 추정

사업전 사업후 증감 사업전 사업후 증감
미아1-1 4,280 5,327 1,047 (24%) 633 4,864 4,230 (668%)
미아1-2 1,669 2,075 406 (24%) 247 1,894 1,647 (667%)
미아5 2,113 2,017  -96 (-5%) 313 1,842 1,529 (488%)

계 8,062 9,419 1,357 (17%) 1,193 8,600 7,406 (621%)
주 1) 개발전 원단위(대/세대) :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구역 130개 평균값인 0.148 사용

   2) 개발후 원단위(대/세대) : 서울시 평균평형(분양118)에 대한 차동차보유율 0.913 사용

   3) 현재 주차장설치기준은 세대당 1대(전용면적 60㎡이하 일때는 0.7대)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택시가지 주거밀도에 관한 연구, 1995,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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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 확보시 개발자 부담 미흡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변교통체계에 부담을 주었다면 수익자 원칙을 따라 
재개발조합에서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세대수에 따른 
재개발사업구역으로의 진입로를 제외한 나머지 도로에 대해서는 모든 부담
을 공공에서 떠맡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산시티주변의 경우 북한산시티 내
부를 관통하는 솔샘길의 경우(총연장 440m)를 제외하고는 북한산시티와 연
결되는 도로의 확폭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공공에서 책임지고 있다. 또한 자
치구에서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20m이상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
여 서울시에서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다음 [표 3-4]는 북한산시티 주
변 도로확보공사의 진행상황과 재원부담 주체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 북한산시티 도시계획도로의 재원마련 주체

구분 총연장 확폭내용 진행상황 재원마련주체

SK시티→ 삼양사거리 445m 15m → 20m 보상협의중 서울시

SK시티 → 보국문길 380m 8m → 20m 공사완료 서울시
SK시티 통과 도로
(솔샘터널 포함) 440m 25m 이상 공사완료 토지기부체납

북한산시티 단지내 도시계획도로와 솔샘길확장공사 그리고 보국문길로 이어
지는 도시계획도로는 각각 토지확보주체와 공사주체가 다르다. 단지내 솔샘
길 및 솔샘터널 (총 연장 440m)은 조합측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공공에서 
공사비를 마련하여 현재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다. 또한 북한산시티에서 보국
문길로 이어지는 8m도로에서 20m도로(총연장 380m)의 확폭 공사의 모든 
사업비용을 서울시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여 완료된 상태이다12). 삼양사거리
에서 북한산시티에 이르는 진입도로(총연장 445m)는 20m확폭을 계획하여 
현재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이 구간 역시 서울시의 예산으로 사업을 진
행시키고 있는 중이다.
현재 공공시설 설치비용과 관련된 법률을 살펴보면 재개발사업구역내 도시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에서 일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
련되어 있다. 또한 공공은 조합측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조건으로 하여 공공용
지용 토지등을 확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6]에서도 드러나듯이, 재

12) 풍림아이윈아파트을 통과하는 일부 구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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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지구 외부의 공공시설, 특히 도로의 경우에는 법규정상의 진입로만 
확보되면 조합측에게 더 이상의 공공용지 설치비용을 부담시키기는 어렵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재개발 사업의 완료와 공공시설의 마련이 동시에 일어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주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교통관련 민원이 발생하
는 등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삼양사거리와 북한산시티를 연결하는 솔샘길 
확장공사의 경우처럼 재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도로확폭을 요구하는 민
원이 발생하거나 추가적으로 공공에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주민불
편이 많아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림 3-6] 도로구간별 재원부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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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선도로에 진출입로 연결허용으로 교통흐름 악화

성동구 금호동과 옥수동 일대는 도심에 인접하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주택재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지만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해
당 지역은 주변에 산이 많고 한강에 접해 있는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새로
운 도로 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독서당길에 직접 접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은 1985년부터 2001년까지 개별적으로 분양처분이 이루어져 현재 12개 
구역 11,236세대에 이르는 아파트단지가 건립되어 있다. 그러나 독서당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의 확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국 [그림 3-7]
에 보이는 것처럼 건립된 아파트들의 주출입구가 하나의 간선도로(독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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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집중적으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결과 현재 2km 남짓한 독
서당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15개에 달하는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림 3-7] 주간선도로(독서당길)에 연결된 단지출입구 및 건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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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계획도로 위치변경으로 인접주민 불편 가중

남산타운아파트13)를 포함한 옥수동 일대는 약수역을 중심으로 두개의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있다. 1998년 도시계획도를 확인한 결과, 원래 도시계
획도로는 남산타운아파트를 관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아파트개발이 완료된 
현재는 [그림 3-8]과 같이 도시계획도로의 위치가 변경되었다. A지역에 거
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차량으로 도심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수역을 거치
거나 독서당길로 돌아서 가야한다. 그러나 변경된 도로는 약수역에서 금호터
널로 향하는 간선도로에 연결되도록 되어 있으며 연결지점에서 좌회전이 불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도심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좁고 복잡한 
시장골목을 통해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남산타운 APT 역시 단지
내 통과교통을 억제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주택재개발 사업구역내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시 주변지역
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남산타운을 

13) 전체면적 220,182㎡, 건립세대수 5,1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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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위치변경은 법규정상 문제는 없으나 주변지역의 
교통흐름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였다. 결과적으로 남산타운내 주민들만 주
변간선도로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주변지역주민들의 접근은 차단하는 
도로의 위치변경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개별 사업단위 중심의 개발이 가
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법규정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재개발사업을 주변지역과 
연계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그림 3-8] 도시계획도로의 위치 변경으로 문제 발생 지역

남산타운 APT

약수역

시장

도시계획도로(1998)

설치된 도로(2003)

A

금호터널

버티고개역

< 경미한 변경 관련 법규정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어 도로등의 위치변경이 가능.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38조제7항 :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

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선형을 변경
하는 때에는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

-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5조 :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경미한 재개발
구역의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음.

7) 도로 정비계획의 실현성에 대한 검토 미흡

도시계획시설의 개설 및 확충사업은 상대적으로 막대한 공공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성시가지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 많은 예산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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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소요된다. 예를 들어 성북구 길음8구역 관통 도로의 경우가 그렇다. 주
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길음6구역과 길음5구역 사이를 관통하는 기존 12m 
도로를 15m로 확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구
역에서 제외된 나머지 지역은 신축건물이 많아 도로개설시 사업비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성북구에서는 
[그림 3-9]에서 처럼 미아로와 정릉길을 연결하고 동일한 기능을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는 대체노선으로 기존계획도로의 폭을 확장하여 대체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14).

[그림 3-9] 보상비 과다로 도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

#Y

돈암3-2

종암

종암3

돈암3-3

종암2

길음1

종암5

종암1

돈암1

길음6

돈암2-1

돈암2-2

돈암3-1

월곡

정릉1

길음

범  례

재개발구역
기본계획구역
자치구경계
서울시 도로망

주택기본계획상 도로

12m 도로

15m 도로

20m 도로

25m 도로

대체 도로(20m)

주택기본계획상도로(15m)

정릉길

종암로

이처럼 계획도로의 설치가 어려운 것은 도로계획 수립 당시 정확한 현장 조
사 자료의 확보가 어려웠고 이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주택재
개발기본계획에서는 구체적인 노선을 결정하기 보다는 필요한 노선의 원칙
과 개략적인 위치등을 규정하고 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에서 구
체적으로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관련된 선진사례로는 성북구에서 
수립한 구단위주택재개발기본계획을 들 수 있다.

8) 지형을 고려하지 못한 도로계획

동일한 기능을 하는 도로가 중복되어 계획되어 있거나 도시계획도로나 주택
14) 성북구, ｢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 2000, pp.620~62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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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기본계획상의 도로계획이 개설 불가능한 곳에 계획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해당 도로계획이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결과 계획된 도로가 지형의 영향으로 
단차가 심하게 발생하거나 기성시가지를 관통하는 경우가 있다. 한편, 현실
적으로 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도로계획이 세워져 있다면 이는 재개
발사업을 위한 범위 설정시 문제가 된다.

[그림 3-10] 경사도 20도 이상인 구간을 지니는 계획도로

경사도 20도 이상 구간

삼선1구역

삼선2구역

동소문2구역
한성대입구역

범 례

경사도

10도 미만

10도~20도

20도 이상

기본계획상도로

그 일례로, [그림 3-10]과 같이 삼선1구역과 동소문2구역 사이에 계획된 
도로는 단차를 고려하지 못한 도로계획으로, 경사도 20도가 넘는 구간을 지
나가도록 계획되어 있다.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에 의하면 
설계속도가 20km이며 산지에 위치한 국지도인 경우 최대종단경사를 16% 
(14.4도)로 정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1% 추가가능하다. 결국 관련 규정에 
의하면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경우 도로의 개설은 불가능하다.

9) 설치된 도로가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

금호1-6구역과 금호6구역 사이의 도로는 8m의 도시계획도로로 금호공원을 
거쳐 행당역으로 내려가도록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개설된 도로는 도
로가 개설된 곳의 경사가 대부분 10도 이상으로 매우 급하며 금호공원과 연
결되어 있다([그림 3-11] 참고). 또한 해당 도로는 이용 차량이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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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기능보다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처럼 도시계획도로의 본래의 기능보다는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현상은 
주변토지이용과 지형을 고려하지 않고 도로개설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나타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11] 기능 상실 도로 구간

금호공원

110m

100m

95m

90m

85m

105m

80m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위계획에서 상세한 도로계획을 규정
하기보다는 개념적인 수준에서 도로의 기능과 성격을 부여하는 계획을 세우
고 하위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사업가능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상
위계획과 하위계획의 역할과 범위등에 대한 사전 계획이 요구된다.

10) 관련정비수법과 연계성 부족으로 인한 중복투자

금호10구역 재개발사업구역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경사가 급한 지형에 
서로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와 재개발사업구역 
사이는 경사가 매우 급하며 이 둘 사이를 통과하는 도로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개설될 예정이다([그림 3-12] 참고). 결국 동일한 기능을 하는 
도로가 중복 개설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재개발조합과 공공이 불필요하
게 중복 투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전혀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되어 운용되어왔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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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사업은 기성시가지내 불량주거지의 정비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 서로 통합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과 타사업수단과의 연계
성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시가
지내 개발사업들을 별개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된다. 건물의 노후도와 기반시설등 지역내의 물리적인 여건뿐 아
니라 주변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개발하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번에 도입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
비기본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함으로써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림 3-12] 중복 투자된 도로

금호10구역 재개발 사업지구

금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시계획사업도로

25m

30m

35m

40m

45m

50m

금호10구역 재개발 사업지구

금호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도시계획사업도로

25m

30m

35m

40m

45m

50m

3. 공원ㆍ녹지 및 공공공지 관련

1)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지침 및 기준

< 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
- 개발밀도 증가에 따라 감소하기 쉬운 공개공지 확보
- 구역별로 건립세대당 2㎡ 이상 또는 재개발구역면적(30,000㎡이상 경우)의 5% 

이상 중에서 큰 면적에 해당하는 공원 및 녹지를 확보
< 공원 및 녹지 배치원칙 >
- 면적인 확보방법을 지양하고, 공개공지의 개념으로 가급적 선형으로 배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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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성을 확보
- 보행자로와 녹지축이 가능하면 함께 배치하여, 넓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한

다.
- 공원 및 녹지공간은 인근의 양호한 도시환경과 연결성을 갖도록 배치
- 부정적인 영향을 줄 소지가 있는 용도 및 시설물들이 연접해 있을 경우, 차단

하는 시설물로 녹지공간을 활용
- 주차장을 지하화하고 지상공간은 공원 및 녹지공간화

2) 위치변경 불가로 인해 사업후 이용불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단
위 도시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 미만인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원 및 녹지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
고 있으며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등도 가능하
다.

[그림 3-13] 성동구 일대 공원ㆍ녹지 현황

   범  례
자연녹지

공원

구역내 공원

구역내 녹지

서울시 도로망

재개발구역경계

신당3

금호6

신당4

옥수3

옥수2

옥수1

옥수4

금호8

옥수8

금호11

금호5-1

옥수9

금호1-6

옥수5-2

한남1

신당2

옥수7-1

금호12

금호10금호7

옥수5-1

금호2

하왕2-1

금호1-7

옥수11

재개발사업시 공원ㆍ녹지의 이동과 변경, 폐지는 현실적으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공원ㆍ녹지의 이동 및 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지만 대부분 위치의 변경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공원ㆍ녹지의 위치가 어쩔 수 없이 주민의 이용이 불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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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경직된 제도의 적용의 결과는 성동구 
일대의 공원과 자연녹지 현황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 3-13]에서 간접적으
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성동구의 경우 재개발사업지가 밀집된 지역에 녹지축
이 형성되어 있고 이 녹지축에 접한 재개발구역에서는 기존에 공원 녹지였
던 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시킨 결과, 개별 단지내 녹지
는 구석에 위치하게 되었다.

3) 주민이용이 불편한 자투리 땅에 공원 녹지 설치

재개발구역내 녹지나 공원이 주민 이용이 불편한 구석에 설치되는 원인중 
하나는 재개발 조합들이 토지의 고도이용을 통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발이익의 추구는 일부 정당한 권리이나 다른 한편으
로는 녹지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재개발 
사업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주택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분양함으로서 조합원과 시공사의 건축비 부담을 최소한으
로 줄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설계시 주거 관련된 건물을 가장 우선적으
로 좋은 곳에 배치하고 건립가구수가 많이 나오는 설계를 채택하게 된다. 결
국 [그림 3-14]에서 보듯이 마지막으로 남는 짜투리 땅과 기존 녹지나 공
원에 인접한 급경사지에 법상으로 요구되는 공원ㆍ녹지를 설치하게 된다.

[그림 3-14] 짜투리땅에 설치된 녹지(사례: 서대문구 현저4구역)

녹지

주출입구
녹지

녹지

계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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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원ㆍ녹지와 같은 공공시설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 취급되며 인접대지
경계선은 건축법의 사선제한(건축법 제53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서울특별
시건축조례 제29조)에 의해 주변 건축물의 위치나 층고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공원ㆍ녹지가 주위에 위치한 건축물의 경우, 공원ㆍ녹지에 의해 건축
규제를 받게 되어 토지의 고도이용에 불리하기 때문에 지구내 도로등으로 
구획되거나 주변부 자투리땅 형태로 남겨진 경우가 많다.
또한 단지내 짜투리 땅에 형식적으로 설치한 소규모 녹지는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공원ㆍ녹지 확보 규정을 맞추기 위해 사업
전에 짜투리 땅에 녹지를 설치하고 나중에 설치된 녹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겠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4) 공원ㆍ녹지는 상이한 법체계로 관리 곤란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 녹지, 어린이 공원등은 모두 주민들의 휴식을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는 외관상으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들 각각은 
서로 다른 법규정에 의해 관리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시공원법상 공원
과 시설녹지는 각각 서울시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반면에 어린이 공원
등 단지내 부대시설은 주민들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진다. 한편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예: 북한산국립공원등)은 국가에 의해 관리된다. [표 3-5]는 서
울시공원조례의 공원과 녹지의 관리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표 3-5] 공원 및 녹지의 관리주체

구분 서울특별시 자치구

공원

도시자연공원
묘지공원
면적 10만㎡이상의 근린공원(도시계획구역권,  
 광역권)
면적 10만㎡이상의 체육공원
공원관리사업소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원

어린이공원

면적 10만㎡미만의 근린공원(근린생활권,      
 도보권)
면적 10만㎡미만의 체육공원
기타 지목상 공원 등 소규모 공원

녹지 국가 및 시 관리시설 주변 완충녹지 시 소유 녹지이외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출처)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별표 7

도시공원법 제5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와 제11조 (녹지의 설치 및 관
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도시공원과 녹지의 설치와 관리를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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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규정 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와 서울시가 개별적으로 설치ㆍ
관리). 또한 [표 3-5]에 나타난 것처럼 서울시의 경우 동일한 완충 및 경관
녹지이더라도 토지의 소유주체에 따라 관리주체가 달라진다. 이처럼 제도적
으로 공원과 녹지의 관리 및 설치주체가 이원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통합적
인 관리가 어렵고 추가적인 인력을 소요하고 있다.

5) 공원주변에서 재개발시 옹벽단 설치로 기존공원 잠식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과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경사도가 1:1.5이상으
로서 높이가 1m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해야한다. 이들 규정을 준수하
여 옹벽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지에서는 단지내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단지경계선에서부터 공원 안쪽으로 [그림 3-15]와 같
이 옹벽을 설치하게 된다. 이 경우 경사가 급한 곳에 위치한 아파트단지일수
록 옹벽과 옹벽 뒤편에 만들어지는 단은 넓이가 늘어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늘어나는 만큼 공원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그림 3-15] 공원에 접해서 설치된 옹벽(개념도)

APT
단지

전체 공원 부분

공원기능 상실부분

옹벽

옹벽단

< 옹벽설치 관련 법규정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제2호 : 비탈면 아랫부분에 옹벽 또는 축

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m이상의 단을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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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제2항 : 비탈면 윗부분에 옹벽등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옹벽등과 비탈면 사이에 너비 1.5m이상으로서 당해 옹벽등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너비이상의 단을 만들 것

- 건축법제25조 :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m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

- 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 높이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m이내
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6) 공원의 위치를 변경 요청한 사례

관악구 신림10동에 위치한 주택재개발기본계획구역은 구역의 모양이 선형이
며 하천변에 위치하고 있다. 한편 이 지역은 우천시 하천의 잦은 범람으로 
수해 발생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하천변에 재개발구역이 선형으로 
입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재개발사업구역의 일부는 공원내에 위치하고 있
어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토지이용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그림 
3-16] 참고). 

[그림 3-16] 공원ㆍ녹지의 변경 요청 사례(관악구 신림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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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구 주민들은 서울시에 공원ㆍ녹지 공간의 위치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즉, 비교적 경사가 낮은 곳에 위치한 공원의 일부를 이용해서 단지
를 조성하고, 녹지총량 개념을 적용하여 하천에 인접하여 수해가 발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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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으로 토지이용이 곤란한 나머지 취락은 공원ㆍ녹지로 복원시키고자 하
는 안이 있다. 이것은 일부 공원의 변경이 있더라도 총량적인 면에서는 변함
이 없고 오히려 하천과 연계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재개발을 시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
토해 볼 필요가 있다.

7) 주변지역과 연계성 부족

녹지축상에 면한 곳에서조차 지구내 녹지공원과 연계성이 부족하다. 그 결과 
단지내 녹지, 공원 배치는 형식적으며 설치 장소도 주로 자투리 땅에 위치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림 3-17]에서 볼 수 있듯이 동작구
에 위치한 상동4재개발구역은 공원과 인접하여 있다. 따라서 공원에 해당하
는 부분은 존치시키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여기에서 확보된 시설녹지와 어린이 놀이터는 단지의 출입구에 일부 확보하
였을 뿐이다.  현재 공원ㆍ녹지의 확보비율은 구역면적(3만㎡이상)의 5%와 
세대당 2㎡중 큰 것으로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
를 포함하고 있는 재개발구역의 경우는 추가로 확보해야할 공원ㆍ녹지 면적
이 거의 없다. 따라서 녹지를 단지내로 끌어들여 면적, 선적으로 연결성 확
보를 시도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림 3-17] 녹지축에 접한 재개발구역내 공원ㆍ녹지(상도4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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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공지 증가로 주거환경개선과 지구내 공공시설 확보유리

공공공지는 그 자체로서도 환경이나 경관의 보호 그리고 재해대책등의 의미
를 가지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공지와 공개공지(Open Space)의 
증가는 지구내 건폐율이 낮아져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에 기여한다고 할수 
있다.

[그림 3-18] 재개발구역내 건폐율 용적률 변화(1981~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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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8]은 2003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1981~2003년 사이에 사업시
행인가가 이루어진 225개의 재개발구역의 평균 건폐율과 용적률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용적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들어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후 사업실
적을 보면 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건폐율 
역시 종전의 25~30% 수준으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된 1998년 이후 
대폭 낮아졌다. 예전의 건폐율(약 25%)과 용적률(약 300%)의 감소는 주거
지의 개발 밀도가 낮아졌음을 의미하고 이는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수립후 주
거환경이 종전에 비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볼수 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
적률이 낮아짐에 따라 공공시설의 확보가 유리해졌고 1세대당 공공시설 이
용기회도 많아질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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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시설용지 확보

1)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지침 및 기준

< 학교시설 검토구역 기준 >
- 재개발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역차원 분석을 통해 학교시설의 추가확보가 

필요한 곳을 선정
- 건축규모에 따른 학교시설 이용자수 변화를 계획수립단계부터 고려
- 소규모 학교를 재개발구역 내에 설치하도록 계획적으로 유도
- 학교규모는 현재 수준 이상을 유지
- 지역차원에서 기존시설의 이용실태를 파악한 후, 재개발 후 증가될 세대수와 

개발유형 및 개발평형을 고려하여 추가로 필요한 학교시설을 계획
- 추가 학교시설의 확보가 가능한 토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안 및 세대별 부

담정도를 제시
< 초등학교 추가 확보가 요망되는 곳 >
- 통학권(학교 반경 500m)보다 멀때는 초등학교 신규설치
- 기존학교시설 부족한 구역은 확충도록 검토
- 학교시설 부족 예상 구역 추가확충 검토

2) 지형을 도외시한 통학권 설정으로 이용 불편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미아1-1구역과 미아5구역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
서 추가로 삼각산 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미아1-1구역 (총 5,237세
대)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삼각산초등학교는 더 이상의 학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미아5구역 (2,141세대)에 입주하
는 학생들은 길음초등학교로 통학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길음초등학교와 미아5구역은 평면적으로는 500m이내의 거리에 있으
나 실제로는 통학하는 길의 경사가 급한 곳이 많아 보행으로 접근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그림 3-19] 참고). 이는 통학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
는 지형ㆍ지물을 고려하지 않고 평면적으로 통학권을 설정한 까닭에 비롯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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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9] 길음초등학교 주변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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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0] 종암동일대 재개발구역과 주변 초등학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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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개발 아파트 주변 학교시설 부족

주택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일반적으로 인구의 구성원들이 변하게 되고 이
와 함께 가구수도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하
게 된다. 특히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초등학교는 통학권이 한정되어 있어 일
차적으로 확보하여야할 학교시설 중 하나이다. [그림 3-20]은 주택재개발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지역에 대해 초등학교 통학권(반경 500m이내)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20]에서와 같이 종암1구역과 종암2구역은 주변의 초등학
교에서 500m이상 떨어져 있다. 또한 가장 가까운 북쪽의 초등학교로 통학하
기 위해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지나가야 하며 종암2와 종암3구역 사이
에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재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 초등학교시설
이 더욱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유사규모 개발임에도 학교시설 확보시 차이발생

재개발이 집단적으로 시행된 지역인 성동구 금호동 일대와 대규모 재개발 
지역인 강북구 북한산시티 일대의 학교설치 현황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산시티 일대와 금호동일대는 건립가구수면에서 보면 거의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으나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면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표 3-6]참고). 특히 학교용지의 확보여부를 보면 금호동 일대는 재개발
이 진행되는 동안 (관리처분일시를 기준으로 1989년 ~ 2001년), 구역내 학
교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았다. 반면 미아동일대는 재개발사업시 초등학교
를 신설함으로서 금호동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6] 금호동일대와 타 지역간 공공시설 비교

구분 전체면적 건립가구수
세대별 토지이용 현황

택지 도로 공원ㆍ녹지 학교 공공공지 공용의청사
금호동일대 406,696 9,558 33.86 4.45 0.07 0.08 0.08
미아동일대 464,636 9,543 34.75 3.93 0.17 1.66 0.36
주 1) 금호동일대 : 금호1구역, 금호6구역, 금호12구역

   2) 미아동일대 : 미아1구역, 미아5구역

   3) 2002년에 금호동에는 응봉초등학교가 신설됨.

5) 사업 완료후 학교시설이 확보되어 지역주민 불편가중

지역내 학교시설이 부족하더라도 재개발사업과 연계시켜 확보하는데에는 한
계가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작으면 사업성확보가 불리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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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에 공공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 소규모 재개발이 집중된 금호동 
일대 역시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금호공원을 중심으로 금호1구
역은 7개의 지구로 분할 개발되어 1990년대에 중소규모의 재개발이 연속적
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학교시설의 설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림 
3-21] 참고). 다행이도 그 주변에 입지한 매개설 학교부지를 활용해 2002
년에 응봉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부족한 학교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3-21] 왕십리뉴타운과 성동구재개발구역 주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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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지구내 학교시설 설치에 대해 사업성 저하로 기피

학교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 제6항)에서 기반시설중 공
공문화체육시설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설치기준까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에서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내에 학교시설이 필요한 경우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마련된 학
교용지는 교육부가 공사원가로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입장에서 보면 학
교부지를 교육부에 공사원가로 매각하는 것보다 용적률 200%를 적용하여 
매각하는 것이 2배 이상 부가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사업시행
자(조합)측은 사업구역내 학교시설용지를 확보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잡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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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성북구단위주택재개발기본계
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북구의 경우 조합측이 학교시설을 마련하면 학교
부지면적의 50%를 공공시설로 인정하여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
안을 마련하고 있다. [표 3-7]는 학교시설부지를 마련할 때 건축가능 용적
률을 산정한 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용적률을 계산한 결과이다.

[표 3-7] 학교시설 설치시 추가인센티브

구분 학교시설부지 적용시 
인센티브용적률 비고

단기계획
길음8구역 7,337 12%(7%) 중학교

월곡1구역 2,368 5% 월곡, 월곡3구역과 
공동설치

장기계획 석관역 주변 10,046 14% 초등학교
주 1) 길음8구역의 경우 표고40m이상 지역으로 용적률 230%를 초과하지 못하므로 7%용적률 부과.

출처) 성북구, ｢성북구단위주택재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 2000, p.626

학교시설부담금제도
-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4조에는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해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격
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5조는 학교시설부담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학교
시설의 입지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88조
에 규정되어 있다.

7) 학교시설 설치기준의 수정필요

현재의 학교시설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
칙”에 규정되어 있다. 동법에서는 초등학교는 2천세대에서 3천세대에 이르는 
근린주구당 1개소, 중고등학교는 근린주구당 2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 설치기준으로 과거의 일반주
택지의 초등학교 현황과 근린주구개념을 근거로 선정된 것이다. 그러나 핵가
족화의 진행과 더불어 개발방법 및 주택유형에 따라 연령계층의 편중현상이 
지역적으로 보아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그림 3-22]은 2000년도 인구ㆍ주택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 취학인
구의 구별 특화지수15)를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노원구 상계지역의 경우 6
세~9세 사이 인구의 특화지수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강남구의 

15) 취학인구의 구별 특화지수 = 
구별 연령별 취학인구/ 구별 전체인구서울시 연령별 취학인구/ 서울시 전체인구

이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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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5세 ~ 19세 연령대 인구의 특화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원구 
등지에는 20~30대 인구가 많이 거주하며 초등학교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
미하고 강남구의 경우는 40~50대 인구가 많으며 초등학교 보다는 중고등학
교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핵가족화의 진행과 지역적인 
연령계층의 편중현상은 지역적으로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의 수요
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학교시설 설치기준도 인구특성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3-22] 서울시 취학인구의 구별 특화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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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89조
- 제10항 : 초등학교는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설치, 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
- 제12항 : 2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설치
* 근린주거구역의 범위(제14항) : 기개발지는 개발현황에 따라 결정하고 신개발지

의 경우 2천세대~3천세대를 1개의 근린주거구역으로 본다.

5. 국ㆍ공유지 처리

1) 관련법규정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관련 지침 및 기준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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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시 공공은 국ㆍ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불하하고 나
중에 임대주택부지로 되돌려 받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련 법령
에서 국ㆍ공유지의 처분과 양여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①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ㆍ공

유지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2조 (국ㆍ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무상

으로 양여받은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과 사업
시행인가 고시문 사본을 당해 토지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소
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양여된 토지를 원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반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주택법 제25조 (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함에 있어

서 다음 각호의 1의 목적으로 당해 토지의 매수나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게 우선적으로 당해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
의 건설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
"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
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의 건설을 위
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국공유지 처분시 상이한 법적용으로 문제발생16)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에는 국공유지가 다수 존재하고 사업이 시작되면 조합
16)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택재개발구역내 국ㆍ공유지 관리방안 연구｣, 200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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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때 국유지와 공유지가 서
로 다른 매각조건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발생한다. 국유지의 경우 점유자와 
승계자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조건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한다([표 3-8] 참
고). 또한 점유ㆍ사용자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규정에 있어서도 국유지의 경
우는 15년분할상환이지만 공유지의 경우는 20년분할상환이며 연이자도 1% 
더 낮다. 국공유지의 매각가는 감정평가방법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또한 공
신력 없어 감정평가 및 매각가격등에 불만이 발생하게 된다.

[표 3-8] 재개발 사업구역내 국공유지 매각대금과 변상금

구분 국유지 공유지 (시유지,구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법조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4조2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2

내용
- 점유ㆍ사용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경
우 : 5년분할 연8%이자
- 점유ㆍ사용자의 경우 : 15년분할 년
5%이자.

- 20년분할 연 4%이자
(서울시의 경우 해당 토지의 권리 승계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음)

변상금

법조항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5조
서울특별시공유제산관리조례 제28조

내용

-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
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
을 곱한 금액
-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8퍼센트
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 연체료 : 연15%(2002년 12월 31일까
지 납부하는 연체료에 대하여는 연10%)

-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
의 120 상당액
-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연6퍼센트의 이
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
- 연체료 : 연체기간에 따라
  1. 1월 미만 : 연 12퍼센트 
  2. 1월 ~ 3월 : 연 13퍼센트 
  3. 3월 ~ 6월 : 연 14퍼센트 
  4. 6월 이상 : 연 15퍼센트 
(조례23조에 의거 시장이 연체이자 감면 가능)

또한 변상금 부과시 형평성문제도 발생한다.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지역내 무단점유자들은 당장 변상금을 내지 않고도 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
는 지속적으로 점유토지를 사용한다. 반면에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권리변
환 문제 때문에 구역내 무단점유자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재개발사업구역내 무단점유자들에게만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민원
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유지와 공유지의 변상금 부과기준이 서로 다르다. 
결국 무단점유자들의 입장에서는 국유지와 공유지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
하고 서로 다른 부담금을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편, 매각이 되더라도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었던 주민들은 매각대금을 결
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이는 대부분 건설업체가 원주
민들에게 매각대금을 대부하고 나중에 갚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
서 원주민들의 매각대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가중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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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이한 관리주체로 인해 관리상 곤란

국공유지의 관리주체를 보면 국유지의 경우는 해당 중앙부서의 관리청, 시유
지는 서울시, 구유지는 자치구에서 각각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재개발사업이 
시작되면 조합은 이들 국공유지를 각각 불하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가 발생
한다.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것을 권리변환 하는
데 있어서 해당부서와 협의조정을 위해서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가 있
다. 예를 들어, 관악구 봉천3구역의 경우, 전체면적의 76.6%가 국공유지이며 
이들 중 상당부분이 공원이다. 이 곳은 이미 사업이 1997년에 관리처분인가 
되었고 현재는 입주가 끝난 상태이다. 그러나 공원부분의 소유권이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아 외형만 공원인 형태로 남아있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
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관청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국공유지가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어 관리 인력의 부족을 초래하기도 한다.

4) 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비율 감소로 공공시설 확보 곤란

주택재개발지구의 대부분은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합동재개발
방식은 민간중심의 재개발 사업으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
다. 한편 대부분의 재개발구역에 국공유지가 존재하고 공공은 재개발사업구
역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단지내 공공시설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았다. 재개
발사업이 진행되면 국공유지를 조합측에 무상양도한 후 양도한 만큼에 해당
하는 공공시설을 조합으로부터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
로 재개발 사업지내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하게 된다. 따라서 재개발구역
내 국공유지 비율은 공공시설확보 면적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은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수립후 토지의 고도이용
을 통한 주택공급 위주의 사업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유도와 보다 쾌적한 
주거지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주택
재개발사업 대상지도 고지대 무허가 불량주택지에서 역세권, 일반주택지, 도
심 및 부도심 노후목조주택지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지구내 국공유지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던 구릉지 불량주거지들이 그간의 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정건
수의 2/3이상이 정비됨에 따라 사업구역내 국공유지의 비율도 매년 감소하
는 경향([그림 3-23] 참고)을 보이고 있어 재개발 사업구역내 필요한 공공
시설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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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3]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면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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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공시설확보 면적은 국공유지 면적뿐 아니라 기존사업구역의 면적과
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표 3-9] 은 공공시설면적과 사업구역의 면적, 국
공유지면적, 재개발사업전 인구 그리고 사업후 건립세대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3-9] 공공시설면적과 관련변수간 상관관계분석

공공시설면적 구역면적 국공유지면적 사업전인구수 건립가구수

공공시설면적 1

구역면적 0.671159 1

국공유지면적 0.702708 0.884438 1

사업전인구수 0.360848 0.887847 0.76539 1

건립가구수 0.412989 0.914209 0.774024 0.938284 1

주 1) 2003년 5월까지 재개발이 시행된 구역중 유효한 203개의 자료를 이용

분석 결과, 사업전인구수 및 건립가구수보다 국공유지면적 및 구역면적과 공
공시설면적이 더욱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시설면적과 
건립가구수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난 것은 공공시설의 확보 기준이 세대수
기준인 것을 감안할 때, 세대수별 확보기준이 그다지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편 국공유지면적과 공공시설면적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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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공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재개발사업구역내 필요한 공공시설의 확보
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왔기 때문이다. 또한 구역면적과 공공시설면적
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재개발 대상구역의 면적이 넓을수록 공공시설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6. 공용의 청사 확보

1)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지침 및 기준

< 공공ㆍ 공익시설 배치 원칙 >
-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내 필요한 공공시설을 공공이 일부비용을 

지원하여 확충토록 한다.(독서실, 소공원, 화장실, 노인정동)
- 자치구가 지역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청소

년문화공간, 탁아소 ,도서관 등)을 “자치구단위별 구역지정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하도록 강구한다.

2) 관련법규정 및 확보방법

재개발구역내에 파출소, 동사무소 그리고 소방파출소 등이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시설은 전적으로 공공의 부담으로 설치되는 시설들이다. 공공시
설의 확보방식은 기존에 공공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조합이 전체 단지
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에 동일한 시설을 양도 (위치등의 변경이 일
어날 수 있으며 부족금액은 공공에서 추가부담)하거나 기타 필요한 공공시
설이 있는 경우(예를 들어 파출소, 보건소등) 사업시행인가시 공공에서 조건
으로 공공시설확보를 내걸고 사업 완료후 매입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 제95조에서는 공공청사의 결정기준등을 다루고 있으며 공공시설은 각종 교통수

단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고(제1항)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해야 한다는(제3
항)등 구체적인 기준보다는 입지상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3) 공용의 청사 확보시 수익자부담원칙 적용 필요

현재 재개발 구역내 공용의청사 (파출소, 동사무소, 보건소 등)의 확보방식
은 [그림 3-24]처럼 표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사업구역에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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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나 파출소등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측에서 수용한 후 건축공사를 하고 
개발 완료후에 다시 공공에 내어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용의 
청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측에서 공용청사를 건립한 후 공공이 매
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 대부분은 기
존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되게 되며 이에 따라 추가로 공공시설 및 
공용의 청사가 필요해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추가로 필요한 공공
시설의 토지획득비용 및 공사비를 모두 공공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24] 공용의 청사 확보시 재원부담 주체

공사비부담
토지부담 공공 조합

공공 추가 공용청사 ×
조합 × 구역내 기존청사

4) 소규모 개발로는 공공공익시설확보 곤란

대규모 개발시 추가로 공공시설이 확보되는 경우로는 강북구 미아 재개발구
역을 들 수 있다. 미아1-1과 1-2구역의 경우, 소방서, 보건소, 파출소, 학교
부지등 공공시설이 설치되었다. 미아 구역의 경우 공공에서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으로 공공시설용지 (소방서 보건소 추가확보, 면적1829.4㎡)를 확보하
였다. 공사는 시공사(조합)측에서 담당하여 현재 완료하였으며 공공에서 매
입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미아구역과 비슷한 규모의 성동구 금호
구역의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동사무소등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확보된 공공
시설이 매우 적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공공시설 확보면적은 국공유지 비율과 개발양태와 관
련이 있다. 언급했듯이 공용의 청사등은 설치 기준에 해당구역내 공공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부체납방식으로 그리고 새롭게 설치될 때는 사업
시행인가시 사업조건으로 공공에서 제시하고 나중에 공공이 매입하게 된다. 
그러나 공용의 청사에 대한 수요는 지역마다 다르고 재개발사업시 공용의 
청사 확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합 입장에서는 타지역과 형평성 문
제를 제기할수 있는 상황에 있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해당 재개발구역내 국
공유지 비율이 높다면 국공유지를 불하하는 조건으로 공공시설의 설치를 요
구할 수 있고 나중에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용의 청사를 새로 설치
할 수 있다. 또한 재개발구역이 소규모라면 사업성 측면에서도 공공시설의 



- 62 -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표 3-10]은 소규모재개발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금
호1구역일대와 대규모로 재개발이 진행된 미아1구역일대의 공공시설 면적을 
비교하고 있다. 두 지역은 비슷한 개발면적을 가지면서도 공공시설확보 면적
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망된다.

[표 3-10] 미아재개발구역과 금호재개발구역의 공공시설용지 비교

구분 전체면적(㎡) 건립가구수 국공유지(㎡) 공공시설용지
(㎡)

가구당공공시설
(㎡/가구수)

금호동일대 405,958 9,558 114,656 70,801 7.407
미아일대 464,636 9,543 200,048 134,587 14.103

총계 870,594 19,101 314,704 205,388 -
주 1) 금호동일대 : 금호1구역, 금호6구역, 금호12구역

   2) 미아일대 : 미아1구역, 미아5구역

7. 임대주택과 공공ㆍ공익시설 확보

1) 관련법 규정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관련 규정 없음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 제20조(임대주택의 건설)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시행
규칙에서 정한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임대주택건설계획수립시 필요한 경우 임대주
택 건설부지를 구획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0)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임대주택부지를 구역내 국·공유지중 점유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충당한다. 다만 임대주택 부지면적
이 구역내 국·공유지중 점유 연고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 남은 면적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초과면적을 제2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가격으로 시행자로부
터 매수한다. (신설 1998.11.20)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870호,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안 입법예고
- 주택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30㎡ 이상 45㎡이하로 건립하

고 건립가구수는 정비구역의 총 건립가구수의 20%이상이고, 거주 세입자 총 
가구수의 40%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립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 부지면적은 
건립예상 세대당 평균 25㎡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9월2일 현재 임대주택
비유 15%, 총가구수 30%로 수정 완화되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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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주택건립수는 공공시설용지 확보와는 무관

임대주택건립비율(임대주택수/건립가구수)과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
는 변수인 사업전 세입세대수, 세대당 공공용지면적, 세대밀도, 건폐율, 용적
률의 관계를 상관관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3-11]에 정
리되어 있다. 임대주택건립비율과 관련이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사업전 세입
가구비율로 0.678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업후 호수밀도가 0.339로 
어느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임대주택비율과 관련변수간 상관관계

임대주택수 세입가구수 세대당공공용지 세대밀도 용적률
임대주택수 1
세입가구수 0.678 1

세대당 공공용지 -0.060 0.069 1
세대밀도 0.339 0.218 -0.479 1
용적률 0.165 0.211 -0.096 0.673 1

주 1) 서울시주거정비과 내부자료(2003.5.1기준)중 유효한 100개의 자료 사용

임대주택수와 주택재개발이전의 세입세대수와 관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어 그간의 서울시의 임대주택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임대주택건립비율은 용적률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세대당 공공용지 비율과 임대주택건립비율간에는 거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있더라도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받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건립과 공공시설 확보와는 거
의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리하면, 임대주택건립비율은 재개발대상지
에 세입자가 많을수록 높아지며 임대주택비율이 높아질수록 용적률도 높아
진다. 반면에 임대주택비율과 공공용지 비율은 서로 관련성이 낮아 높아진 
용적률과 가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공공용지를 거의 확보하지 않았음
을 알수 있다.

3) 지분쪼개기 성행으로 사업 채산성 악화

1998년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수립이후 사업인허가시 지분쪼개기가 성행하여 
세입자가 증가하게 되어 사업추진의지 상실과 사업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IMF 이후 다가구주택에 일반분양이 허용됨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주택재개발구역을 상세하게 지정하고 있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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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들 지역이 앞으로 재개발이 진행된다고 명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대상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주민 동의과정
과 구역 지정시까지 소위 지분쪼개기가 급속도로 진행이 된다. 이 과정에서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로 불법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사업지구지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재개발 사업 지분이 최초 주민동의 시점보다 2배에서 3
배정도 까지 많아지는 경우가 나타난다. 

< 지분쪼개기과정 >
부동산업자에 의한 지분 매집 -> 재개발 분위기 조성 -> 주민 동의, 조합결성 

-> 다가구의 다세대 전환(동의서 수가 증가) -> 지분의 가격 상승 -> 지분 매
매 시작 -> 어느 정도 매도가 이루어진 후 구역 지정 서류 제출

: 예를 들어 불광4구역의 경우, 구역지정시에는 200여개 조합원 지분이 있었으나 
사업시행단계에는 조합원 지분이 500여개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불
광7구역의 경우에는 최초 지분에 비해 구역지정시 지분이 3배 이상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분쪼개기는 결국은 조합원의 건축비 부담으로 전가되어 결국 
조합측도 손해를 보게된다. 또한 건축비의 상승은 주택 가격상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외에도 지분이 쪼개지면서 동시에 세입자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나중에 재개발구역내 공공임대주택의 건립수를 과도하게 증가시키게 
된다. 임대주택의 과도한 증가는 단지내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수의 증가는 조합측에서 보면 임대주택용부지 확보와 
조합원 수용이 곤란할 수 있고 서울시측에서 보면 결국은 임대주택을 모두 
구입하여야 하므로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4) 10평내외의 개발로 실내공간 협소

현재까지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의 규모는 평균 10평 미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정예정인 법률에서도 9평에서 13평 사이(30㎡ ~ 45㎡)에서 공급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0평 남짓한 주택의 규모는 서울시의 평균 가구
의 사용면적인 21.9평에 비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는 가구원당 면적
으로 계산해 보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재개발임대주택내 거주하는 가구
원수를 서울시 평균과 같다고 놓고 가구원당 면적을 계산하면 서울시의 경
우는 6.64평인 반면 재개발임대주택에서는 2.84평정도로 2배이상 협소하다
([표 3-12] 참고).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에서는 임대주택입주민들의 입주과정을 보면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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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소득이 거의 없고 가계지출만 늘어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다. 이들 대부분은 주거 생활 만족도는 
높지만 거주자의 65%는 좁은 평형에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서울시와 재개발임대주택의 평균평형 비교

구분 사용면적
(평)

사용방수
(개) 가구원수 (명) 가구원당 면적

(평/인)
전국 22.4 3.3 3.4 6.79

서울시 21.9 3.3 3.3 6.64
재개발임대주택 9.37 - 2.84

주 1) 재개발임대주택 수치는 서울시주거기획과내부자료(2003.5월 기준)를 이용한 수치임.

   2) 재개발임대주택의 가구원당 면적은 가구원수를 서울시평균인 3.3명으로 두고 계산한 수치임.

출처) http://stat.seoul.go.kr, 주택은행,「주택금융 수요실태조사」(2001. 9. 30 기준)

5) 임대주택거주민은 공동생활시설 요구

김도완(1998)은 북가좌2, 신정6-1, 상도5, 신림5재개발 구역의 193명의 임
대주택 주민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단지의 추후 계획시 가장 필요한 사항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결과를 순서대로 나타내면 분양전환
(27.9%), 유아놀이방(16.8%), 독서실(15.3%), 가족 대소사를 위한 공간
(12.6%), 주민집회시설(7.7%)등이다. 분양전환을 제외하고는 유아놀이방과 
독서실등 자녀교육과 관련된 시설과 가족대소사를 위한 공간과 주민집회시
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일정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
들이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중 교육비에 지출하는 비율(전체 생활비
의 30.8%)이 상당히 높다17). 김도완(1998)의 연구에서도 유아놀이방과 독
서실등이 필요시설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관련시설의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민들은 실내거주 공간이 협소하여 집안에
서 가족대소사등을 처리하기 어렵고 전체 소득이 낮아 사교육비 지출에 대
한 부담을 타 계층에 비해 더욱 크게 느끼고 있다.

6)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적 배려 미흡

[그림 3-25]는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1997년 도
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한달평균 215만원 정도이며 한달평균 70만원 정도
의 수입을 가졌던 때는 1990년대 이전이다.

17) 김지연, “ 구임대주택 저소득층의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 노원구 중계3동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

교석사학위논문, 1997, p.3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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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지연(1997)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3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거주자들의 절반 이상이 도시 근
로자의 평균소득의 약 1/3 수준의 수입18)을 가지고 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이들의 열악한 경제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직업은 무직
(55.4%), 노동(12.3%), 파출부(9.2%)등으로 대부분 정기적인 일자리를 가
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개발사업지구내 임대주택공급기준은 입주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측면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고 이들에게 가
장 중요한 문제는 고정된 수입원 확보이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
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병행해서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과 알선책마
련 등을 동시에 시행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림 3-25] 연도별 도시 근로자 평균소득 (1973∼2002)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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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통계청, 주요경제지표: 가계수지, http://kosis.nso.go.kr/cgi-bin/sws_777.cgi

7) 소규모 개발시 임대주택의 배치와 관리 불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서울시 조례는 대규모 재개발사업구역뿐 아니라 소
규모 재개발사업지에서도 임대주택을 동일하게 20%이상 확보하도록 만들어

18) 전체 응답자의 한달 평균소득은 40~50만원(22.6%), 30~40만원(19%), 60~70만원(15.5%)로 응답자의 57.1%가 

한달평균 70만원 미만의 수입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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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예정이다. 현재까지의 임대아파트 부지는 조합측에서 임대 부지를 따로 
마련하여 공공에서 사업을 하거나 다른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마련하는 방식
이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재개발구역의 경우 일반 주민용아파트내에 임대
주택을 혼합배치 하는 등의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아파트내 임대주택의 혼합배치는 분양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기피하는 경향19)이 있으며 혼합배
치를 하더라도 관리비 산정 등의 재정적인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한 
별개 단지로 분리해서 임대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재개발사업지구의 분
포에 따라 임대아파트가 개별적으로 위치하게 되고 각각을 따로 관리할 인
력을 추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8) 대중교통접근성이 불리한 곳에 입지하는 경향

재개발 사업자는 조합원과 분양할 아파트의 위치를 결정하고 나서 임대주택
용 땅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임대주택용 부지가 정해
진다. 임대주택은 결국 단지내에서 교통편이 가장 불편한곳에 그리고 주변 
생활편익시설들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
다.
[그림 3-26] 대중교통접근이 불리한 곳에 위치한 임대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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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김도완, “서울시 재개발임대주택의 주거환경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석사, 1998 의 연구에 

의하면 42%에 달하는 주민들이 별단지로 분리하는 것을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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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6]는 동작구 상도2 주택재개발아파트 지구내에 세입자용 공공임
대아파트 부지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에도 조합아파트의 경우 
15m 도로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양편에 조합아파트를 두
고 상가가 위치하고 있다. 
한편 이 상가와 세입자용 공공임대아파트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으며 조
합아파트와 임대아파트도 근린공원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다. 결국 임대
아파트입주민들은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며 
그것도 돌아서 다녀야하는 불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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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생활권차원에서의 공공시설확보 방법

본 장에서는 제3장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업지
구내에서의 공공시설 확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권차원에서의 
접근방법을 시도한 현행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주
거계 지구단위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각각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자 한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여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때 
뉴타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심층면담과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검토 대상
은 길음뉴타운과 왕십리뉴타운 그리고 은평뉴타운이다.

1. 주택재개발기본계획의 검토와 보완과제

1) 형평성문제 해소를 위한 계획용적률 개념도입과 적용

재개발대상지는 지구마다 기존의 국공유지비율이 다르며 사업후 확보되는 
공공시설용지 비율 역시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늘 제기되어왔다.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기본계획에서는 계획단위 용적률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재개발구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공
공시설용지를 포함하여 [표 4-1]과 같이 새롭게 확보되는 공공시설 용지비
율과 연동하여 개발가능 용적률을 허용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토지의 지분은 줄어들지만 개발가능한 용적률의 총량
은 불변하고 환경이 좋아지게 됨으로서 지가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표 4-1] 계획용적률별 공공시설 부지면적 확보비율에 따른 개발가능용적률(예시)

공공시설면적
계획용적률 10% 15% 20%

180% 200% 212% 225%

200% 222% 235% 250%

220% 244% 259% 275%

출처) 서울특별시, 「주택재개발기본계획」, 1998, 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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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범위로 구역설정시 공공시설 확보 곤란

주택재개발사업지구가 협소하게 설정된 곳은 진입로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
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도로망 정비계획은 적어도 지역차원에서 연결성을 
갖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타 정비사업과도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단위로 확보하려고 해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이
런 상황은 재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실시된 곳에서는 교통환경 악화의 원인
이 되고 있다. 이점을 고려하여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수립시 재개발대상범위
를 계획단위로 설정하였지만 계획수립과정에서 주민동의에 의해 사업지구가 
축소되어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또한 주택재개발계획의 단
계별 개발지침은 지역의 재개발구역에서 한꺼번에 사업이 실시될 경우 미칠 
전세가 파동 등의 악영향을 막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 단계별 총량 범위내
에서 유연하게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직되게 운영됨으로서 개발단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3) 세대규모별 공공시설 확보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세대당 원단위

적용

공원 및 녹지공간 확보시 세대당으로 원단위를 적용하여 그동안 사용해 왔
던 건립세대규모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보방법을 보완하려고 했다. 기본계획 
수립후 인허가된 사업지구를 보면 세대상 2㎡이상 또는 사업면적의 5%이상
을 확보된 것으로 드러나 효과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2]는 각 시행
단계별로 재개발사업지구내 공원ㆍ녹지 확보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공원ㆍ녹
지 요구면적을 세대당 2㎡로 적용하여 전체 46개 재개발구역에 적용한 결과 
전 구역에서 필요한 공원ㆍ녹지 비율을 초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주택재개발기본계획수립후 공원ㆍ녹지 확보실적

시행단계 구역수 전체면적 건립가구수
공원ㆍ녹지

확보면적 요구면적 추가확보면적
미시행 22 553,194   9,627 45,438 19,254 26,184
시행중 22 567,662 10,953 29,979 21,906  8,073
완료 1  23,069    430  1,013    860    153
준공 1   4,025     68  1,120    136    984

총 합계 46 1,147,950 21,078 77,550 42,156 35,394
주 1) 공원ㆍ녹지 요구면적은 세대당 2㎡를 적용하여 계산하였음.

   2) 서울시 주거정비과 내부자료(2003.5.1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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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교시설 확보여부 판단은 교육청 소관이어서 계획적 대응 곤란

학교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상으로 제시할 수는 있지만 
학교시설의 확보여부는 교육청의 확보의지와 재정여건에 달려 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에서는 학교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검토대상구역으로 
제시하였을 뿐이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에는 
초등학교는 근린주구당 1개소이상 설치하고 통학거리는 1천m이내, 중고등학
교는 2개 근린주구당 1개소를 설치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성시
가지내 학교시설의 구체적인 확보수단 및 방법이 불분명해서 도시계획 및 
주택재개발계획등에서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학교가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교육청이 재원을 투입해 부지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재정난을 겪고 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학교시설 확보방안과 재원마련이 필요하다.

5) 도시기반시설정비 여부를 고려하여 계획밀도 차등적용

그 동안 주택재개발 대상지를 살펴보면 도심주변의 구릉지에 집단적으로 분
포한 경우가 많았고 지역의 대부분이 간선도로망이 취약하며, 지형조건 역시 
불리하여 추가로 간선도로망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대부분이다. 한편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들 지역 대부분은 고층고밀아파트 단지로 변모
되면서 교통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 대해 주
택재개발기본계획 수립시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밀도계획에서는 타지역에 비
해 가급적 계획밀도를 낮추어 적용하고 있다. 반면 역세권 및 도심주변지역
은 추가적으로 주택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기반시설들도 
어느정도 확보되어 있어, 구릉지 보다는 고밀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밀도를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는 역세권 및 도
심주변지역은 220%까지 계획용적률을 허용하였으며 평지주택지는 200%, 
구릉지는 180%까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계획용적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6) 주택재개발만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확보는 한계노정

지역차원 및 생활권 단위로 보면 각종정비사업이 주택재개발사업주변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지만 근거법과 주무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별개의 
사업으로 취급하여 공공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정비효과가 낮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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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도로망 계획과 학교시설확충계획은 주택재개발사업지구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의 주민들도 이용자이므로 각종정비수법을 통합된 형태로 생활권차원에
서 재검토가 요망된다. 
예를 들어 길음, 왕십리뉴타운 사업구역이나 개포택지개발지구의 지구단위계
획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보완수단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왕십리뉴
타운구역에서는 대로변의 상업지역과 내부의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대
로변 상업지역은 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권장용도 및 층수 (왕십리길은 
15~20층, 청계천변 20~25층)를 조정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지는 주택재개
발기본계획상의 용적률을 적용하면서 중앙부에 대해서는 보행몰과 생활녹지
(녹색길)등의 배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7) 대규모개발시 사업범위내에 한정한 공공시설 부담은 모순노정

그동안 주택재개발사업단위가 대단위 일지라도 하나의 사업단위로 간주하여 
공공시설의 확보기준을 적용해 부담케 하였다. 그래서 사업후 주변지역에 미
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 불편과 피해를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이 감당하여야 하는 모순이 야기되고 있지만 아직도 해결책이 없다. 
예를 들면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북한산시티와 인접 재개발지구의 건립규
모가 7,000여세대에 이르고 있다. 이 정도의 개발규모에서 발생되는 교통량 
처리를 위한 도로확충 비용은 개발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실제로는 조합측
에서 사업지구내 도로를 확보하는 정도로 공공시설 부담정도가 미흡하다. 그
러나 대규모 재개발사업을 통한 개발이익은 개발자가 향유하고 사업후 발생
하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도로 확충비용은 서울시 세금으로 충
당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환경의 악화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
고 있는 이중적인 도시관리정책의 모순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도
시관리정책이 지엽적이고 개발이익의 환수시스템이 부재한 것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2.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1) 잠실저밀도아파트지구계획안의 주요 변경 내용

저밀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안)20)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서울시의 최초 
20) 서울특별시,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보고서 , 2000, 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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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침은 공공시설을 제외한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개발가능 용적률을 270%로 
하고 일괄적으로 추가로 확보해야할 공공시설을 25%로 정했다. 그러나 해당 
주민들은 개발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공공시설용지의 확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그 이후 수차례의 조정ㆍ자문회의를 거치면서 서울시와 주민들간
의 조정안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변경된 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은 
[표 4-3]과 같다.
서울시의 최초 입장(이하 서울시입장)과 조정안의 가장 큰 차이는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에 있다. 서울시입장은 기존학교용지를 제외한 25%의 공공용지
의 비율이었으나 계획(변경)안에서는 추가학교용지의 50%까지 인센티브를 
인정해 주고 있다21). 또한 공공시설확보 여부에 따라 15%의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기존 용적률 적용이 최고 285%까지 가능하게 되
었다. 서울시안에서는 공원면적을 근린주구당 1만㎡를 확보하고 3천세대를 
초과하는 세대분에 대해 세대당 2㎡를 추가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계획 (변
경)안에는 공원면적을 줄이고 녹지면적을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다.
또 다른 큰 변화는 평형과 관련된 내용이다. 서울시안은 기존 전용면적의 
1.5배까지 허용하였으나 계획안에서는 전체 세대수의 20%를 전용면적 18평
으로 그리고 30%를 전용면적 25평으로 건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표 4-3] 저 도아파트잠실지구 계획안 변경 내역

구분 서울시(계획)안* 계획(변경)안

세대밀도 375세대/ha
연립주택 : 60~150 세대/ha
저층아파트 : 120~300 세대/ha
고층아파트 : 200~450 세대/ha

용적률
270%이내 
(기존 대지면적에서 세대수 증가등에 다른 학교용지
를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기존 대지면적 기준 용
적률 200%임)

신설 공공용지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 15%인센
티브를 차등 적용

(도로ㆍ공원 면적의 100%, 학교ㆍ공공청사 면적의 
50%에 적용)

층고 12층 이내 각 단지별 사업계획 승인 전 서울특별시 경관심의 
이행

평형 18평 이하를 기존세대수만큼 확보
18평이내에서 기존평형의 1.5배

전용면적 60㎡(건립세대수의 20%) + 전용면적 85
㎡(건립세대수의 30%)

도로 개발자 조성후 기부체납 공공시설용지 무상귀속

공원 주구당 3천세대까지 1만㎡ + 초과세대당 2㎡ 확보 총주구면적의 4% + 주택단지 면적의 40% 이상을 
녹지로 확보

학교 추가용지확보(추가면적 = 계획세대수에 상응하는 
학교용지 - 기존 학교용지) 학교신설면적 50%에 인센티브 적용

주 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ꡔ주택시가지 주거밀도에 관한 연구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에 관한 연구-ꡕ, 
1995, pp.182~188 참고

출처) 서울특별시, ꡔ잠실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보고서ꡕ, 2000

21) 재개발사업구역의 경우 현재 학교용지 인센티브기준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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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지구는 생활권단위로 접근한 개발방식

아파트지구는 1976년 용도지구의 하나로 도입되어 잠실과 반포, 압구정지구 
등 한강변 매립지를 중심으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의 형태로 개발되었다. 이때 
개발개념은 근린주구이론에 의거하여 생활권단위로 학교 및 공원과 같은 공
공ㆍ공익시설을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주구중심 등에 적정 배치하는 계획
을 시도하였다. 그 사례로 잠실지구를 들 수 있다. 원래 잠실아파트지구는 
잠실주공 1,2,3,4,5단지와 장미아파트, 미성아파트, 진주아파트 그리고 잠실
시영아파트까지 포함하는 방대한 지역이다. 여기에서는 그중 저밀도아파트지
구에 해당하는 잠실 1,2,3,4단지를 살펴보았다. [그림 4-1]은 잠실저밀도아
파트지구 종합구상도이다. 잠실지구는 1,2,3,4단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잠실
아파트개발기본계획(변경)보고서에서는 각 단지를 하나의 생활권(근린주구, 
2500세대 전후)으로 보고 전부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누어서 계획을 하였다. 
주변 주택지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주구의 지리적인 중심에는 중고등학교와 
공원 그리고 공공청사등을 배치하고 있으며 지하철역에 인접한 곳에 대해서
는 주구중심을 배치하고 있다.

[그림 4-1] 잠실저 도아파트지구 종합구상도

1주구 2주구

3주구

4주구

3) 밀도계획변경시 공공시설 확보기준설정

잠실반포지구는 저밀도아파트지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주택의 설비가 노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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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198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사업의 요구가 높았다. 서울시에서는 평균개발
밀도는 100%이하, 5층이하로 계획되어있던 것을 고밀도아파트지구로 변경
하는 작업을 1995년부터 실시해 왔다. 그 당시 서울시 일반주거지역내의 재
건축사업에 허용되었던 용적률은 400%까지였지만 일정수준이상의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서 계획과정에서는 200%이하를 목표하였다. 하지만 법정 용적률 
400%를 갑자기 200%까지 하향조정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으리라는 
정책결정자들의 염려로 개발밀도 상승에 따른 세대수 증가에 대비하여 추가
로 공공시설면적 25%(도로+공원+학교용지)이상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270%까지 계획밀도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서울시정개발연구
원에서는 1994년부터 1995년에 걸쳐 저밀도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안했던 것이다.

4) 운용과정에서 공공시설확보비율 완화로 개발가능용적률 상승초

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제시한 계획안은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대폭 
완화되었다. 그 변경 사유는 이미 사업지구내에 공공시설이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고, [표 4-4]와 같이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즉, 
현재 저밀도아파트지구별 도시계획시설의 비율을 보면 잠실은 26%인 반면 
화곡의 경우는 11.7%로 아파트지구별로 차이가 있다.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
획상에 반영된 것을 보면 공공시설부담율이 18%~25%이며, 용적률은 270%
에서 인센티브를 포함해서 285%까지 건립이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되었다. 
즉 총계획밀도 개념으로 보면 당초 200% 이내로 계획하였던 것이 공공시설 
부담률의 완화와 인센티브제도 도입으로 230%내외로 상당히 높아져 개발자
로 보아서는 개발이익의 극대화에 유리하게 되었다. 

[표 4-4] 5개 저 도아파트지구 토지이용계획 (현황)

구분 잠실 반포 청담도곡 화곡 암사명일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면적(ha) 비율(%)

계 138.0 100 112.3 100 111.9 100 36.8 100 30.4 100
주거 98.6 71.4 77.2 68.7 85.3 76.2 30.2 82.1 23.6 77.6

도시계
획시설

도로 14.8 10.7 13.4 11.9 13 11.6 2.2 6.0 2.4 7.9
공원 5.5 4.0 4.8 4.3 3.6 3.2 1.5 4.1 1.2 3.9
학교 14.3 10.4 10.7 9.5 6 5.4 0.6 1.6 2.2 7.2
기타 1.3 0.9 4.2 3.7 0.1 0.1 - - 0.1 0.3
소계 35.9 26.0 33.1 29.5 22.7 20.3 4.3 11.7 5.9 19.4

중심시설 3.4 2.5 2 1.8 4 3.6 2.3 6.3 0.8 2.6
출처) 잠실, 반포, 청담·도곡, 암사·명일, 화곡지구 아파트기본계획(변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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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계획을 2003.7월부터 서울시전역에 
적용하기 위해 약 3년여간에 걸쳐 서울시 관련부서와 각자차구와 협의조정
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서울시 주거지역 전역에 대해 용적률을 250%이하로 
하향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해서만은 아파트지구개
발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용적률 
270%까지 허용하였다. 그 결과 종세분후 대단위 면적이 부적격 건물이 되어
버리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개발이익이 개발자에게 고스란히 향유되는 모순된 도시관리정책을 
보이고 있어 개발이익의 사회환원이 시급하다.

5) 사업단위로 공공시설 확보시 문제발생

개발당시는 서울시 교외에 입지한 신시가지 개발형태이어서 생활권단위로 
개발이 가능했다. 즉 잠실1,2,3,4단지를 하나의 생활권단위로 보고 초등학교
와 중고등학교를 배치할수 있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현재 추진중인 재
건축사업은 잠실1,2,3,4단지에서 각기 다른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래서 잠실1,2,3,4단지를 하나의 생활권단위로 보고 공공시
설을 확보토록 계획상에서 유도하는 것은 지역의 여건이 다르고 사업시기도 
달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생활권단위로 필요한 공
공시설의 양과 종류를 고려하여 건립세대별로 부담하도록 원단위를 적용하
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고 하였다. 그 비율이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
었지만 학교 및 공원녹지, 도로를 포함하여 25%로 정했던 것이다. 실제로 
지역의 여건에 따라 공공시설의 확보비율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알
면서도 25%이상 유지를 고려하였던 것은 일정수준이상의 주거환경유지를 
위해서는 200%이하의 용적률 유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공공
시설 확보율25%이상의 의미는 주거환경유지를 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에 
있었는데 운용과정에서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6) 사업후 중대형 증가와 소형평형 멸실로 공공시설이용도 변화

건립당시에는 서민주택으로 건설되어 초등학생이 많았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실내공간이 협소하여 당시 거주자의 대부분은 더 넓은 타 주
택지로 이사를 갔다. 특히 재건축 사업의 대상이 되면서 전세가 저렴해졌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입지하다 보니 젊은 부부계층사이에 인기가 있어 세입
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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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지구와 같이 10평대 소형주택이 많은 곳은 젊은 부부계층의 세입자가  
많다. 그래서 유치원이나 유아원생이 많지만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교 학생수
는 상대적으로 적어 서울시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즉 현시점에서 보면 학교
시설이 남아도는 것같이 보인다. [표 4-5]은 현재 잠실저밀도아파트지구내
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학급당학생수를 계산한 것이다. 그 
결과 잠실저밀도아파트단지내 5개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서울시 평
균에 대비하여 모두 낮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잠일초등학교와 신천중학교는 
서울시 평균에 대비하여 각각 90.2% 91.9%로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두 학교는 모두 작은 평형이 중심인 잠실주공 1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주변 주거지내에 초등학생
이나 중학생이 없는 가구가 많고 단지내 평형으로 비추어보아 독신가구나 
신혼가구가 많을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표 4-5] 잠실저 도아파트지구내 학교의 학급당학생수

학교명 학급수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개별수치 서울시 평균 대비

서울잠신초등학교 26 879 33.8 95.5%

서울잠일초등학교 26 846 32.5 91.9%

서울송전초등학교 34 1,110 32.6 92.2%

잠신중학교 35 1,133 32.4 96.9%

신천중학교 31 934 30.1 90.2%

주 1) 서울시평균은 고등학교 36.1, 중학교 33.4, 초등학교 35.4 (2003.4월 기준)

   2) 고등학교의 경우, 학군제에 의해 학교가 결정되기 때문에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참고로 잠신고등학교

와 영동여자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학생수는 각각 34.2, 40.1로 영동고등학교의 경우 서울시 평균의 

111.9%에 달하고 있다.

변경된 잠실저밀도 아파트지구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건립세대가 21,250세
대에서 24,342세대로 증가하게 되고, 평형 역시 10평대에서 30평형이상으로 
대부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시설의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주
민들은 서울시와 협의과정에서 현시점에서는 학교시설이 남아도는데 왜 추
가로 확보하여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평형이 커지
고 세대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주세대의 연령구조가 대폭 바뀌게 되어 상대
적으로 초중고등 학교시설의 수요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학교시설의 확충
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같은 교훈은 대규모 택지개
발사업에 의한 상계택지개발사업지구와 대규모로 집단적 주택재개발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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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즉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대로 현시점에서의 시설이용도만 보고 장래에 확보
해야 할 공공시설비율을 행정측이 민원에 밀려 완화해 줄 경우 개발후 공공
시설 부족에 따른 새로운 도시문제를 시민세금으로 해결해주어야 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3. 주거계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과 보완사항

1) 개포지구단위계획구역의 일반 현황

강남구에 위치한 개포지구는 양재천을 끼고 있으며 지구의 남쪽으로는 대모
산이 위치하고 있고 서편으로는 우면산이 위치하고 있어 매우 양호한 주위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한편 대상지는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체계
적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그림 4-2]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현
재도 공공시설의 확보상태가 매우 양호한 상황이다.

[그림 4-2] 개포지구 토지이용 계획도

개포지구지구단위계획은 기본골격 및 장래 계획지표 등 개략적 개발지침과, 
특별계획구역 도입을 통한 단지별 세부계획기준을 우선 결정하고, 추후, 단
지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개별 단지별로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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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될 수 있도록22) 하기 위해 총면적 1,928,708㎡, 32개 아파트단지를 
공동주택(아파트)단지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개별 단지의 명칭과 
면적은 [표 4-6]에 정리되어 있다.

[표 4-6] 개포지구내 특별계획구역 지정 현황

구분 면적(㎡) 구분 면적(㎡) 구분 면적(㎡) 구분 면적(㎡)
개포시영 113,015 주공4단지 160,673 개포럭키 6,198 현대200동 4,193
우성6차 20,727 공무원8단지 71,947 우성5차 8,527 현대220동 2,547

주공1단지 366,032 공무원9단지 55,153 도곡한신 36,473 개포경남 55,053
주공2단지 96,965 우성7차 47,483 우성4차 46,065 현대1차 35,682
주공3단지 64,294 현대4차 6,734 우성1,2차 88,761 우성3차 32,107
주공5단지 55,858 개포한신 20,876 선경 78,636 우성9차 8,780
주공6단지 57,851 일원대우 9,610 한보미도 195,080 현대3차 19,960
주공7단지 54,545 일원현대 41,280 현대2차 55,139 우성8차 12,465

계 829,286 계 413,756 계 514,880 계 170,786

개포지구지구단위계획에서는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의 용
도계획, 건축물의 밀도계획, 건축물의 배치계획, 대지내 공지에 관한계획, 동
선 및 주차계획 등을 다루고 있다. 이중 도시기반시설등과 공공공익시설과 
관련성이 있는 밀도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단지 특별계획구
역 전체 평균 상한용적률을 200%이하로 계획하였으며 각 특별계획구역별 
용적률 배분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나머지 
지역은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기로 하였다.
개포지구의 공공시설설치계획을 살펴보면, 학교시설의 경우 2011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지표를 이용하여 계획인구 대비 취학인구와 학급수를 계산한 
결과 초중교에서는 학급수가 감소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약간 증가하는 
결과를 보임에 따라 학교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기고 결정했다. 공원ㆍ녹지의 
경우 단지면적의 5%와 세대당 2㎡중 큰 면적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3
만㎡이상 공동주택단지는 추가공원을 조성토록하였다. 이외에도 커뮤니티센
터(문화복지시설)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양재천 이남, 영동대로 동측
지역에 유사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주택규모별배분계획은 [표 4-7]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각 아파트단지별로 
현재 평형을 기준으로 18평이하 규모일때는 60㎡이하 평형을 20%이상 그리

22) 서울특별시고시제2002-227호, 개포택지개발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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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60㎡초과 85㎡이하 평형을 30%이상 배정하고 18평을 초과하는 경우 60
㎡이하 평형을 20%이상 배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번 9.5주택가격안정화
대책에서는 60㎡이하 20%, 85㎡이하 40%이상 확보토록 정부방침이 강화된
에 따라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표 4-7]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전용면적 기준)

현재평균 주택규모 주택규모별 확보 비율

- 18평 이하 - 60㎡이하 : 20%이상
- 60㎡초과 ~ 85㎡이하 : 30%이상

- 18평 초과 - 60㎡ 이하 : 20%이상

2) 지구단위계획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분할개발 실시

주택재건축사업중에서 건립규모가 300호이상 또는 1ha이상인 경우는 지구단
위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개발양태를 살펴보면 지구
단위계획에 의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재건축인허가 건수의 80%정도가 
300미만과 1ha미만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의 대상이 
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
이 6개월에서 1년정도 늦어지는 것과 심의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계획밀도
가 낮아져 사업성 확보에 불리하다는 이유에서 기피하는 경향이다. 
이렇게 재건축사업이 소규모개발 또는 분할개발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될 경우 지구내에 필요한 도로와 공원 등의 공공시설 확보는 매우 어렵
게 된다. 특히 소규모 재건축사업이 집단적으로 실시될 경우 도시계획적 대
응이 곤란하며 개발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둔 민간개발이기 때문에 공공시
설확보는 더욱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일조권 및 프
라이버시 침해, 교통환경 악화 등으로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다.

3) 대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만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

대규모 재건축사업의 움직임이 활발한 곳으로 개포지구, 고덕지구, 둔촌지구 
등을 들수 있다. 이곳은 300세대이상, 1ha이상의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지구
단위계획의 대상으로 정하여 대응하기에는 도시관리상 한계가 있다. 서울시
에서는 주민의 재건축 움직임과 관련해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고 주거지역
세분시 제2종에 해당되는 200%까지만 허용하였지만 이들 지구의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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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밀도가 100%이하, 5층이하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개발이익이 타지
역에 비해 높을것으로 기대되어 투기지역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들 지구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로 정했을 뿐 개발밀
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공공시설의 확보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주민측에서는 잠실지구의 저밀
도아파트지구과 같은 계획밀도 270%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해당주민들이 
잠실지구에 적용한 용적률 개념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고 있
는 것이므로 잘 설득시킬 필요가 있다. 즉 잠실지구에 적용한 계획용적률은 
당시 법정용적률 400%였을 때 지구내 대지중에서 25%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270%까지 허용한 것이므로 적용용적률은 200%에 
해당된다.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용지
율이 20%내외로 완화되었지만 그래도 개발가능 용적률 230%이내이다. 

4) 공공시설확보에 대한 계획과 기준이 불분명하여 토지가 상승 초래

이들 지구는 택지개발사업계획수립 당시 건립세대수와 평형을 고려하여 근
린주구 단위로 공원과 학교, 도로망등이 적정배치 되었다. 그러나 재건축사
업시 계획밀도증가에 따라 세대수와 차량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학교와 도로, 
공원등이 추가로 대폭 확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획과 부담
기준이 명시되지 못한 가운데 개발자의 농간에 지가가 폭등하고 있어 일반
거주자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종전과 같은 방식의 재건축사업이 계속 허용된다면 개발자는 막대한 개발이
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개발이익의 환수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이
에 대한 기준과 방법이 법제화되어 있지 못하다. 개발이익의 환수는 양도소
득세 및 보유세의 강화 등 세금을 통해 환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도시계획상
에서는 개발자에게 개발권의 일부에 대해 공공시설용지를 부담케하여 환수
할 수 있다. 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주택재개발기본계획과 저밀도아파트지구
계획변경에서 사용한바 있다. 전자의 경우는 아직 활용한 바가 없어 특히 투
기의 대상이 되어온 재건축대상지에 대해 개발권의 일부를 공공이 활용하여 
공공성을 확보 할수 있도록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5) 공공시설 확보만으로 한계가 있어 개발권에 공공성 부여 필요

재건축사업 예정지를 보면 강남지역, 즉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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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일반주택지까지 포함하면 7만여가구에 이르며 5
층이하 저밀도아파트지구만해도 5만여가구에 이르고 있다. 특히 5층이하의 
저밀도아파트지구는 10평대가 대부분이며 개발밀도도 100%이하로 매우 낮
다. 그래서 재건축사업이 실시되면 200%이상 개발이 가능하며 30평대이상
의 개발을 선호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개발이익이 기대되는 곳이다. 
정부에서는 5.23 주택가격안정화 대책과 9.5 재건축 가격안정화 대책등의 
영향으로 종전에 중소형주택비율이 20%이었던 것이 60%로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80%이상을 30평이상으로 지을수 있어 10평대 소형주택의 멸실로 인
해 서민주택난은 재건축사업이 실시되면 될수록 심화될 것이다.
서울시에서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보아도 중대
형 평형으로 개발됨에 따라 고소득계층으로의 교체로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들 지역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실시된 곳으로 타지
역에 비해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이 양호한 편이어서 개발밀도 증가에 따
라 추가로 공공시설을 개발자에게 부담시킨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개
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
형발전과 개발권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4. 뉴타운사업계획의 시사점과 보완과제

1) 뉴타운 사업지의 일반적 내용

2002년 10월 23일 서울시에서는 뉴타운시범지구를 발표하였다. 그 대상으로 
길음, 왕십리 그리고 진관동 등 3개의 뉴타운이 지정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이중 진관동은 전면적인 철거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본 연구의 관심인 기성시가지정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왕십리와 길음뉴타운 이 두 곳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사업지역에 
대한 일반적 개황은 [표 4-8]에 정리되어 있다.
뉴타운사업계획을 공공시설 확보 측면에서 보면 몇가지 특색이 있다. 먼저 
뉴타운내에서 추가로 필요한 학교시설을 생활권단위로 검토하여 확보토록 
하였고 학교시설과 체육문화시설 그리고 공원의 복합화를 시도하였다. 공공
의 청사의 경우도 지구복합센타 등을 건립하여 여기에 행정, 체육문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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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커뮤티니 시설을 함께 설치함으로서 이용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
처럼 공공시설의 확보가 원할한 이유중의 하나는 서울시가 재정을 지원하면
서 직접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왕십리뉴타운의 경우 학
교시설과 체육문화시설을 일체적 개발을 통해 복합화를 시도하고자 시:구:교
육청이 35: 15 : 50 비율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왕십리의 녹색길의 
경우도 지목이 ‘대’로 소유는 주민, 조성공사비는 서울시가 부담하여 친환경
적 단지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표 4-8] 길음뉴타운과 왕십리뉴타운 사업계획(안)의 개요

위치 성북구 길음동 624,정릉동 380 일대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일대
면적 95만㎡ 32만 4,000㎡ 

건립예정 1만3,730가구(4만1,200명) 6,000가구(2만1,000명) 
개발방식 주택재개발방식 도시개발과 재개발사업방식 혼용 
개발방향 상업, 주거기능의 복합도시 상업, 업무, 주거기능의 복합도시

추진일정

개발계획 2003년 6월까지 수립
도시계획 및 시설 결정 2003년 9월까지 수립
미시행 재개발 구역 2003년 12월까지 지정
이주대책과 도시기반시설공사 2003.10～2006.5까
지 진행

종합 도시개발계획 2003년 3월까지 수립
공청회와 구체적인 구역 2003년 6월까지 확정
사업시행자 지정과 이주대책 2003년 7~12월까지 
집행

총사업비 1,196억원 5,246억원 
출처) http://www.prime-top.co.kr/commonsense/commonsense4.htm 

2)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대한 공공투자 실시하여 사업성 확보 유리

이제까지의 주택재개발사업은 민간개발에 거의 의존한 형태로 고용적률 개
발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여 왔다. 즉 주택재개발구역의 대부분은 일반주택
지에 비해 필지규모가 영세하고 과밀주택지이지만, 주택재개발사업시 주민자
력에 의해 지구내 필요한 공공시설의 확보는 물론 사업성까지 확보하여야 
하므로 사업성 확보가 불리하여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
가 서울시가 주택재개발시 사업지구내에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을 매수하고 
있지만 조합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구내 세입자용 공공임대주택 건립은 사업
성확보에 불리한 요소로 보고 있다.
현행 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계획용적률 개념을 
도입하여 공공시설 확보시 발생하게 되는 사업지구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
려고 하였다. 정비대상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계획용적률 적용시 지구내 도
로 등의 기존 공공시설용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 사업성 확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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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활권단위로 공공시설과 공공ㆍ공익시설 배치 유리

대상범위가 생활권단위로 넓어짐에 따라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도로 
및 보행동선의 처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성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공공익시설의 확보를 사업지구내에서 확보하여야 하는 제약 때문에 지구
내 주민용으로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사업단위가 넓어지고 공공이 투자를 실
시함에 따라 공공용지의 확보가 용이하게 되었고 사업지구별로 일정비율을 
부담토록 하여 생활권단위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왕십리 뉴타운 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별 공공의 
투입예산은 다음 [표 4-9]와 같다. 왕십리 뉴타운의 경우 학교를 비롯하여 
지구내 친환경적인 여건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로공원, 어린이공원 그리고 
보행몰도로 등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표 4-9] 왕십리 뉴타운 사업지구내 공공시설별 투입예산(안)

구분 조성면적
투입예산

합계 토지매입비 조성비
학교 15,850 40,229 34,783 5,446

공용의청사 1,890 10,147 4,147 6,000
어린이공원 3,860 8,820 8,470 350
가로공원 9,120 15,296 14,384 912

보행몰도로 4,280 214 - 214
계 35,000 74,706 61,784 12,922

출처) 왕십리 뉴타운 개발계획(안) 제3차 자문위윈회 자료

재개발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의 정비와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은 확보
되었지만 그 주변지역은 예전의 모습그대로의 근린생활시설이 많아 신규주
민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였다. 이번에 추진중인 뉴타운사업을 통해 생활권단
위로 제반사업을 추진할수 있게 되어 그동안 주변지역과의 연결성 부족과 
부조화 문제 해결,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의 환경개선까지도 기대할 수 있어 
주거환경의 질이 한차원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4) 대규모 개발로 공공시설 및 공공공지 확보유리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구는 지구내 도로와 공원 등 기존의 공공용지를 활용
하거나 대체할 수가 있어 소규모 재개발 사업지구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리
고 새로운 공공시설을 확보하고자 할때에도 여러 지구에 공동부담을 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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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사업추진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리고 개발범위가 넓어지면 사업
추진에 유리하도록 공공시설의 위치변경도 가능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채산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금호동일대는 소규모 재개발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지역이며 미아동일대는 
대규모 재개발이 일어난 지역이다. [표 4-10]은 왕십리 뉴타운과 비교적 전
체면적이 비슷하고 유사한 대규모 개발이 실시된 미아동 일대와 금호동일대
를 비교하였다. 각 지역의 세대별 토지이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왕십리뉴타
운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공용의 청사나 학교의 확보가 잘 이루어진 것을 
알수 있다. 세 개 지역을 공공시설확보가 양호한 순으로 나열해보면 왕십리
뉴타운, 미아동일대 그리고 금호동일대로 나타나며 이는 소규모개발집중지보
다는 대규모개발지가 대규모개발지보다 공공의 직접지원이 이루어진 뉴타운
이 공공시설 확보에 더욱 유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표 4-10] 왕십리뉴타운과 유사재개발지역과 공공시설 확보 현황 비교

구분 전체면적
(㎡)

건립
세대수

건폐율
(%)

용적률
(%)

세대별 토지이용 현황

택지 도로 공원녹지 학교 공용청사

금호동일대 406,696 9,558 21.3 242.4 33.86 4.45 0.07 0.08

미아동일대 466,242 9,543 18.0 250.0 34.75 3.93 0.17 1.66 0.36

왕십리뉴타운 338,850 4,572 50.85 5.82 0.04 3.47 0.41

주 1) 미아동일대 : 미아1구역, 미아5구역

   2) 금호동일대 : 금호1구역, 금호6구역, 금호12구역

5) 개발시기의 차이에 따른 공공시설 확보문제점 극복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민간에 의존해서 해결하
려고 했던 지구내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 확보 문제를 공공이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해결하려고 의지를 표명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종전의 민간개발에 의존한 방식으로는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시 정비가 필요
하지만 사업지구밖에 위치한 공공시설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 하였고, 설령 
재개발사업과 연계시켜 확보하도록 하여도 재개발사업이 모두 끝나야 비로
서 개통이 되는 등 지구내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에서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공공이 선투자 및 지원을 실시하려고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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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행자중심으로 역세권 접근성 확보 유리

주거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대중교통으로의 편리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그 
일환으로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한 보행환경의 개선을 시도한 것은 바람하다. 
특히 길음뉴타운계획에서는 기존의 도로계획 4차선을 2차선으로 줄이고 보
행환경의 개선에 역점을 둔 것에 대하여 지역차원의 교통망이 취약하여 적
어도 4차선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주거지의 특성을 고려하
여 통과교통의 배제와 지하철역으로의 보행환경 개선에 역점을 둔 것은 시
대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길음뉴타운은 보행자환경의 개선을 위해 [그림 4-3]와 같이 동서남북의 중
심가로축을 따라 가로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가장 큰 규모의 인수로가로공
원은 길이 1,360m 총면적 12,281평에 이르며 전체지구를 남북으로 가로지
르는 녹지축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공원화된 중고병설학교나 쌈지공원, 지
하철과 연계한 광장형 공원, 동서가로공원과 교차로부분의 휴게공원 등을 가
로공원과 연계하여 배치함으로서 녹지축의 이용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가로
공원의 차선을 2차선으로 제한하고 녹지분리대를 설치하여 완만한 곡선형으
로 계획함으로서 보행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하였다.

[그림 4-3] 길음뉴타운 가로공원 조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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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시기 차이로 공공시설 부담시 어려움 예상

길음 뉴타운사업의 대상지를 살펴보면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인 
곳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현황은 [그림 4-4]와 같다. 한편 사업지
구내 재개발구역들의 사업시기가 서로 차이가 있어 새롭게 공공시설 및 공
공공익시설을 동일하게 부담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결국 공공시설의 부담
시 새롭게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부담의 대상이 되지만 사업이 추진중이거
나 완료된 곳은 부담에서 제외되므로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대상지에 연접하거나 제외된 지역의 주민들이 특정지역에 집중투자하는 것
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수 있수도 있다. 
다행히도 공공이 지구내 필요한 공공시설을 부담 및 지원하는 형태가 되어 
재개발사업 촉진시 발생할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4] 길음뉴타운내 사업추진 및 완료된 재개발구역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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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양질의 도시설계가 가능하여 도시환경개선에 기여

이제까지는 개발이익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건축설계로 볼품이 없는 계획
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공공이 주도적으로 정비대상면적을 넓게 설정하여 도시계획부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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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까지, 그리고 사업단위에서 기반시설정비단위까지 일체적으로 다루고 
있어 도시환경의 질적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길음뉴타운사업에서는 주거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환경적측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었다. 앞에서 보았던것처럼 전체적인 지구내의 녹지축의 배
치에서부터 옹벽 및 사면에 대한 녹화기법의 예시나 사례 및 각 가로시설의 
포장재나 가로시설물등의 배치에 대한 내용까지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각 블록별 공동주택의 외장색채계획을 제시함으로서 단지전체의 통일성이나 
시설별 위계성을 제고하고 있는점도 특징이다.

9) 지역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공투자의 차등적용 시도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하는 길음뉴타운에 대해서는 공공이 도시기반시설과 
공공공익시설에 주도적으로 투자를 실시한 반면에, 왕십리뉴타운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은 공공이 수립하되 지구내 필요한 공공시설 및 공공공익시설의 확
보는 민간개발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에 은평뉴타운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접근하여 초기투자는 공공이 실시하고 사업후 분양하여 투자비용
을 회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공공투자의 차별화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통한 개발방법을 시도한 것을 평가할 만하다. 그
러나 사업추진시 공공투자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가 허술하여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해야 할 사항

2. 운용 및 제도 개선사항

제5장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 93 -

제5장 개선방안 및 건의사항

－ 앞의 각장에서 분석 검토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보완과제를 토대
로 본장에서는 개선방향과 건의사항을 제안한다. 

서울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하여 2003년7월이후부터 3년이내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그 일환으로 본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때 계획수립과정에서 공공시설확보를 위
해 반영될 사항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운용적 관점과 제도적 관점에서 장단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
항도 제시한다.

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해야 할 사항

1) 3차원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계획수립 시도

지형과 건물이 상세하게 입력된 3차원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서 계획
도로의 확보가능성 검토와 자연지형을 살린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가
능하다면 1미터단위의 등고선도를 활용하여 지도를 작성하여 사용한다. 이때 
경사도 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지형을 최대한 살린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한다.

2) 공공시설확보가 곤란한 경우 계획대상범위의 확대지정과 대응

지형등의 영향으로 사업범위가 협소하거나 동일한 범위내에서 여러 사업예
정지구가 있어 도로 등 공공시설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비대상범위를 확
대 지정하거나 통합 지정하여 이러한 문제가 극복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과
정에서 검토하여 반영토록 한다. 

3) 생활권단위로 도로 등 공공시설 확보시도와 부담방법 명시

도로망 확보계획은 적어도 생활권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정비가 필요하거나 사업의 가능성이 높은 주택재개발 및 주택재건축사업, 지
구단위계획 등까지 대상으로 해서 도로확보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공공이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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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여야 할 부분과 개발자가 투자하여야 할 부분에 대해 역할분담 방법을 
명시하도록 한다. 특히 대단위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지역에 교통환경 등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개발이익의 환수차원
에서 사업지구로 진입하는 도로의 일부에 대해 비용을 부담토록 한다.
단 저소득층 밀집지로 주택재개발사업시 채산성 확보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
는 뉴타운 사업등 통해 공공시설 확보시 일부를 공공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도 있다

4) 주변지역과 교통ㆍ보행 동선을 연결해 지역주민 불편해소

정비구역 및 사업지구 설정과 관련해 계획수립시 지구내 교통동선과 보행동
선이 주변지역과 연결성을 갖도록 배려한다. 특히 도로망이 취약한 곳에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실시될 경우 도로망과 보행동선이 주변지역과 연결성
을 갖도록 계획수립시 반영한다.

5) 기존 도로망의 확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밀도 범위설정

기존의 도로여건 및 교통환경, 새로운 도로확충의 가능성을 함께 생활권차원
에서 검토하여 적정밀도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이
때 교통환경이 불량하고 도로확충이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계획밀도의 상한
치를 타 지역에 비해 낮게 설정한다.

6) 공공시설 확보시 형평성문제 해소를 위해 계획단위용적률 개념 

적용

지구내에 추가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용이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서 사용한 계획단위용적률 개념을 적용한다. 이때 주거지역세분에
서 제시한 법정 상한치 2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공시설확보비
율에 맞추어 개발가능용적률의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단 공공이 매입한 공
공시설용지는 용적률 산정시 제외한다.

7) 공원 녹지는 거주자가 편리한 곳에 우선 배치

주택재개발사업시 공원 녹지의 위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거의 위치변경을 불허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사업추진상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공원 및 녹지의 위치변경



- 95 -

에 대해서는 기존면적이상 확보하는 경우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
쳐 결정할 수 있도록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
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하도록 사업계획수립과 심의과정에
서 지도한다.

8) 구릉지에 입지한 공원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 개발억제

구릉지 주변에서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실시된 경우 자연지형의 훼손은 물론 
높은 옹벽을 설치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발지에서는 인접한 공원의 일부
를 활용하여 몇단의 옹벽을 설치하여 공원부분을 잠식한 사례가 있다. 이러
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수립시 사업지구내에 한정하여 옹벽
설치 관련 법규정에 따라 옹벽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9) 지형지물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통학권 설정

초등학교의 통학권 설정은 보행시 장애가 되는 지형과 도로, 하천 등의 요소
들을 폭넓게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특히 통학권 설정은 지형의 영향이 
큰 만큼 경사도 분석 등을 통해 실용적으로 정한다.

10) 생활권단위로 공공주도하에 학교시설 확보 및 확충

재개발사업지구내에서 학교시설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업성 확보가 불리하며 학교시설 부지규모도 커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뉴타운사업과 같이 정비범위를 생활권단위로 넓게 설정하여 공공이 주도적
으로 학교시설을 확보하거나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재개발사업범
위가 대규모인 경우에는 학교시설용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 운용 및 제도 개선사항 

1) 본 기본계획틀속에서 생활권단위로 공공시설 확보추진   

사업지구내 국공유지의 비율은 예전에 비해 사업범위가 축소되거나 기성시
가지내에 입지한 경우가 많아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
하여 사업지구내에서 확보하여야 할 공공시설을 확보하거나 대체하는 데에
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주택재개
발사업과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함께 검토하여 공공시설 확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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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중인 뉴타운사업계
획에서 생활권단위로 공공시설확보를 시도한 것은 효과적인 조치였으므로 
본 기본계획수립시 생활권단위로 공공시설을 확보토록 한다.

2) 임대주택건립은 생활권차원의 뉴타운사업을 통해 전략적으로 확

보

공공임대주택의 확보기준을 보면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기존세대수의 20%이
상, 기존세입자의 40%이상 확보토록 정하고 있다. 이것은 개발규모에 관계
없이 여러 계층이 더불어 살수 있도록 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은 
적절하지만 실제 적용과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확보를 재개
발사업지구내에서만 확보토록 의무화 할 경우 초과밀주택지로 전락하여 주
거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공공시설 확보와 이용에 있어서도 일반주택지
에 비해 불리해질 수가 있으므로 공공의 지원하에 이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요망된다.
생활권단위로 재개발 예정지까지 포함해 정비가 시급한 곳을 뉴타운사업지
구로 지정하여 지구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공공주도로 공공임대주택을 확
보하거나 알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3) 공공시설확보 기준이 사업단위 및 세대규모별에서 세대단위로 

보완 필요

공공시설 확보기준이 사업단위 및 세대규모단위로 적용됨에 따라 그 미만의 
규모로 정비사업들이 실시되어 생활권차원에서 필요한 공공시설의 확보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규모기준과 함께 세대당 
원단위로 부담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분할개발 억제와 형평성 문제 해소에 
기여토록 한다. 

4) 거주연령구조를 고려한 학교시설 설치기준 개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기준은 여러 연령계층이 더불어 사는 일반주택
지를 대상으로 정한 기준이다. 그래서 아파트단지화 된 지역에서 아파트 평
형에 따라 거주 연령구조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으며, 이것에 따라 공공시설
의 이용 계층과 이용 빈도도 달라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좀더 세분
화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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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구내 공공시설 용지확보 비율의 산정방법 개선

공공시설비율 산정시 일반주택지와 공동주택지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동일하
게 취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요망된다. 그 일례로 일반주택지에서
는 지구내 도로가 공공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지만 아파트단지내 도로는 제외
된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후 공공용지가 아파트단지내에서 더 확보되었을
지라도 상대적으로 그 확보비율이 낮아진 것같이 보인다. 따라서 공공시설 
확보에 대한 사업전후비교는 어렵다. 실제로 거주민을 위해 추가로 확보되거
나 이용가능한 공개공지(open space)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다.

6)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공공익시설의 확충

재개발사업시 단지내 공공임대주택건립에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은 주촉법상
에서 일반주택지내 개발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후 
거주자의 특성과 실내공간의 협소함에서 야기되는 도시문제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생활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
복지차원에서 사업계획수립시 주민설문조사와 기존연구결과를 토대로 공공
이 주도적으로 공공공익시설의 확보대상을 정하고 확보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지원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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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세대수별 부대복리시설

부록2 : 기타 공공용지관련 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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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세대수별 부대복리시설

구분 설치기준 관련법령
어린이놀

이터
ㆍ50~100세대일때 3(㎡/세대), 100세대이상 300㎡+(세대수-100)*1㎡(시군구는 0.7㎡)
ㆍ예외 : 최소면적 300㎡(시군구 지역은 200㎡), 상업지역 200세대미만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제46조,제47조

근린생활
시설

ㆍ6㎡/세대를 초과할수 없다.
ㆍ500㎡ 이하일 경우 500㎡로 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제50조

유치원
ㆍ2000세대 이상 주택 건설시 설치
ㆍ예외 :　단지로부터통행거리 300㎡이내 유치원이 있는 경우, 학교보건법 제6조1항이 금지
하고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60이상
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제52조

주민운동
시설 ㆍ500세대 이상 : 300㎡ + 200세대 초과때 마다 150㎡추가 주택건설기준 

제53조
경로당 ㆍ100세대 이상 : 20㎡ + 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추가

ㆍ면적합계가 300㎡ 이상 이면 300㎡가능
주택건설기준 

제55조
주민공동

시설
ㆍ300세대 이상 : 50㎡ + 150세대 초과시 세대당 0.1㎡ 추가
ㆍ면적합계가 300㎡ 이상 이면 300㎡가능

주택건설기준 
제55조

보육시설
ㆍ500세대 이상 : 30인 이상 보육 가능한 시설
ㆍ예외 : 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이내 보육시설(혹은 유사시설을 갖춘 사회복지관)을 설
치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 100분의 70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
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 
제55조

문고 ㆍ500세대 이상(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별표1기준) 주택건설기준 
제55조

관리사무
소

ㆍ50세대 이상공동주택단지 : 10㎡
ㆍ50세대 초과시 매세대당 0.05㎡더한 면적(100㎡이상시 100㎡로)

주택건설기준 
제28조

조경시설
(녹지)

ㆍ단지면적의 30%
ㆍ휴게소 : 300 ~ 500세대는 1개소 이상, 500세대 이상일때 500개소 마다 1개소 추가

주택건설기준 
제29조

주차장
ㆍ특별시의 경우 전용면적60㎡이하는 0.7, 85㎡이하는 1대/75㎡, 85㎡초과는 1대/65㎡
ㆍ지하주차장 : 30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서는 전용면적60㎡이하인 경우 주차장의 3/10이
상, 85㎡이하인 경우 4/10, 85㎡초과시에는 6/10이상 확보

주택건설기준 
제27조

근린광장 ㆍ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도시계획시설
규칙

초등학교 ㆍ근린주거단위로 설치(미만인 경우 관할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설치가능)
ㆍ통학거리는 1천미터 이내

도시계획시설
규칙

중학교 및 
고등학교 ㆍ2개의 근린주거단위에 1개 비율 도시계획시설

규칙

도로

진
입
도
로

<진입도로 1개 >
ㆍ300세대 미만 : 6m 이상
ㆍ300 ~ 500세대 : 8m 이상
ㆍ500 ~ 1천세대 미만 : 12m 이상
ㆍ1천 ~ 2천세대 미만 : 15m 이상
ㆍ2천세대 이상 : 20m 이상

<진입도로 2개 이상 도로폭 합계>
ㆍ300 ~ 500세대 미만 : 12m 이상
ㆍ500 ~ 1천세대 미만 : 16m 이상
ㆍ1천 ~ 2천세대 미만 : 20m 이상
ㆍ2천세대 이상 : 25m 이상
※4m ~ 6m 도로인 경우는 기간도로와 통
행거리 200m 이하일때만 인정

주택건설기준 
제25조

단
지
내
도
로

ㆍ100세대 미만 : 4m 이상
ㆍ100 ~ 300세대 미만 : 6m 이상
ㆍ300 ~ 500세대 미만 : 8m 이상
ㆍ500 ~ 1천세대 미만 : 12m 이상
ㆍ1천세대 이상 : 15m 이상

공원

ㆍ근린공원 : 근린주구당 1개소(10,000㎡ 이상) 이상 설치
ㆍ예외규정 : 500미터 이내에 근린공원 규모 이상의 공원이 있거나, 녹지면적이 근린주구면
적의 30%이상인 경우

아파트지구개
발기본계획

ㆍ300세대 이상 건립시 세대당 0.5㎡ 단지밖 소공원 용지확보 주택재개발기
본계획

산책로/자
전거도로

ㆍ폭 1.5m이상으로 단지내외의 주요시설을 연결할 수 있도록 계획
ㆍ산책로/자전거도로 설치시 조경면적으로 부분 인정

주택재개발기
본계획

폐기물보
관시설 ㆍ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 주택건설기준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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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기타 공공용지 관련 법규정

공사비 지원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31조의2(도로설치비용의 부담 등)

영 제47조제2항제1호 규정에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39조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전용
도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신설 1998.03.10)

제1항 규정에 의한 도로의 설치방법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제19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8.03.10)

-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19조(공공시설의 설치)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주요공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설치방법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
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 시행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구분시행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 제31조의3(공공시설 설치비용 보조등)
시장은 구청장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인가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자에

게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한 당해 주택재개발구역내의 공공시
설 설치비용중 시장과 사전 협의한 다음 각호의 시설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1998.11.20)

1. 폭 8미터이상의 도시계획도로 (신설 1998.11.20)
2. 구역내 신설 녹지 (신설 1998.11.20)

공원 및 녹지 관련 규정
< 녹지관련 규정 >
-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4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종류로서는 완충녹지, 경관녹지가 있다. 구체적인 설치기준등은 도시공원법 제
10조에 규정되어 있다.

- 도시공원법 제10조
완충녹지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ㆍ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

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
다. 경관녹지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
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 설치 및 관리 주체
도시공원법 제11조 : 녹지는 당해 녹지가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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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 관련 규정내 녹지설치 규정

관련규정 대상 및 기준 녹화면적율

도시공원법시
행규칙 제9조

완충녹지

- 50%이상 : 전용주거지역이나 교육 및 연구시설등
- 70%이상 : 재해 및 피난

- 80%이상 : 원인시설에 대한 보안책 또는 인마등의 
접근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 80%이상 : 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공해차단 목적

경관녹지 - 자연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면적 이내

건축법 제32조
(서울특별시건

축조례 
제20조)

대지안의 조경

- 연면적 2천㎡이상 : 대지면적 15%이상
- 연면적 1천㎡~2천㎡ : 대지면적 10%이상
- 연면적 2백㎡~1천㎡ : 대지면적 5%이상

- 자연녹지, 보전녹지내 건축물, 학교이적지안의 건축물 : 
대지면적 30%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관한규정 

제29조
조경시설

- 단지면적의 30%
-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이하 주택이 전세대수의 

2/3이상일 경우 건축법의 규정 준용

주택재개발기
본계획 공원 및 녹지

- 구역별로 건립세대당 2㎡ 이상 또는 
재개발구역면적(30,000㎡이상 경우)의 5% 이상중에서 큰 

면적을 확보

< 공원관련규정 >
-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 제4조제5항 : 조성계획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한
다.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조 :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
대규모공원의 개념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조제3항은 공원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공원면적을 10,00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대
규모 공원의 기준을 1만㎡ 이상으로 보고 있음.

제7조 무상으로 위탁관리할수 있는 경우
1. 무상귀속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관리위탁하는 경우.
2.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관

리위탁하는 경우
3.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채납한 단체에 위탁

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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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2]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공원구분 설치목적 설치기준 유치
거리 규모

어린이공원 - 제한없음 250m
이하

1500㎡
이상

근린
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주로근린에거주하는자의이
용에공할것을목적으로하는

근린공원
당해도시공원의기능을충분
히발휘할수있는장소에설치

500m
이하

1만㎡
이상

도보권
근린공원

주로도보권안에거주하는자
의이용에공할것을목적으로

하는근린공원
제한없음 1천m

이하
3만㎡
이상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안에거주하는전체
주민의종합적인이용에공할
것을목적으로하는근린공원

제한없음 제한
없음

100만㎡
이상

광역권
근린공원

하나의도시지역을초과하는
광역적인이용에공할것을목

적으로하는근린공원
당해도시공원의기능을충분
히발휘할수있는장소에설치

제한
없음

100만㎡
이상

도시자연공원 -
양호한자연조건또는역사적
의의가있는토지의유지,보
전과그적절한이용을도모할

수있도록설치

제한
없음

10만㎡
이상

묘지공원 -
정숙한장소로서장래시가화
가예상되지아니하는자연녹

지지역에설치
제한
없음

10만㎡
이상

체육공원 - 당해도시공원의기능을충분
히발휘할수있는장소에설치

제한
없음

1만㎡
이상

출처) 도시공원법시행규칙 별표 2

공용의 청사 관련 규정
-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95조에서는 공공청사를 ‘공

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우리나라와 외규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규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
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그리고 ‘교정시설’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4조에 근린공공시설(동사무소,파출소,우체국)에 
대한 규정이 있었으나 1999.9.29에 삭제됨.(삭제이전 규정에는 3,000세대 이상 
주택단지에는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등 근린고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
비대지를 500㎡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음)

공공공지 관련 규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4조 : 공공공지를 공간시설 및 공공시설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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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59조 (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

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0조 (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의자, 등나무ㆍ담

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생활체육시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을 모아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정비기반시설(제3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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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ce th e 1988 Seoul O lim pic G am es, large parts of residential areas in  Seoul 
have been rehabilitated  by urban housin g renew al pro jects. H ow ever, th ese ren ew al 
projects reveal m any problem s, seriously  affecting residen tial quality  due to  
insufficient provision of infrastructure an d public facilities. Th e insufficien t 
provision of in frastructure is m ainly caused  by the m axim um -developing behavior 
of private developers. In  th e current system , m ost private developers tend  to  
m inim ize infrastructure supply , considerin g it on ly  in  the site level of each renew al 
project and  ign oring th e infrastructure needs in  th e com m unity level. In  order to  
deal w ith  these problem s, th e study aim s ① to  investigate th e in frastructure  
provision in  the existin g system  of urban housin g renew al pro jects an d identify  
m ajor problem s, ② to con ducts case studies of recent com m un ity-level approaches  
of housing renew al projects and  p lan s, ③ to  propose guidelin es to be considered in  
urban housin g renew al m aster p lan .

The study identifies m ajor problem s related  to  the infrastructure an d public  
facility provision in  urban housing renew al projects. They are ① m any projects faces 
d ifficulties in  securing adequate streets an d roads in  hillside areas often  due to  lack  
of detailed site survey an d n ecessary review s, ② as area of a  pro ject becom e larger, 
it causes incon veniences to  th e local traffic and  pedestrians by d iscon necting the  
existing road and  street n etw orks, ③ in  som e cases, several renew al projects  
coincides in  n eighboring areas w ith  poor infrastructure, severely  deteriorating traffic  
con ditions, ④ park and  green spaces are laid  out in  rem aining areas w ith  poor 
accessibility by people after apartm ent build ings are laid  out, ⑤ sch ools are often  
insufficient, otherw ise n ot built, in  the project area, due to  the sm all size of 
developm ent.

R ecent com m unity-level approaches like the K angbook N ew  Tow n Projects seem s 
to be effective to  cope w ith  problem s of urban  housing renew al projects. In  the new  



tow n projects, the city governm ent m akes p lans of infrastructure and public facilities  
w hich are needed in  the com m unity-level and  tries to  do public investm ent ahead  
of private developm ent. In  this case, it facilitates in frastructure conn ection betw een  
neigh borhoods as th e pro ject areas becom e larger. In  the usual housing renew al 
projects, on the other hand, m axim um  ach ievable floor-area ratio  of each project is  
interconnected  w ith  ratio  of public facility area to the total pro ject area in  order to  
avoid possib le equity problem s am on g projects.

The study proposes guidelines to be considered in  urban housing renew al m aster  
p lan: ① to  m ake a p lan  for securing infrastructure and  public facilities in  the  
com m unity level and  to defin e private an d public roles, ② to  expan d plann in g area  
w hen it is n ot easy to secure adequate infrastructure is not easy, ③ to lim it the  
developm ent scope so as to  keep  th e existing part and  green areas an d to  m inim ize  
lan d surface tran sform ation , ④ to keep public-led  provision of public facilities like  
sch ools, respon ding com m unity  needs.

Fin ally, the study suggests d irections for institutional am en dm en t an d  
operational atten tion: ① to  change supply criteria  of public facilities into  
househ old-unit based-criteria  in stead  of current project un it-based or household  
size-based  one so  as to  preven t sm all area developm ent and  consequen tly  for  
adequate level of public facilities to  be supplied , ② to  am end supply criteria  of 
sch ool facilities based on age com position of the com m 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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