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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목

◦ 서울의 부분 주택시가지역이 재개발․재건축 과정을 통해 ․고층 아 트

로 재정비되는 과정 속에 4～6m 미만의 국지도로 심의 주택시가지 도로체

계가 소멸되며 아 트 단지내 도로와 단지 외부도로체계로 양분됨. 그러나 

이에 따른 도로정비 방법론은 제 로 구축되고 있지 못함.

◦ 재개발․재건축시 사업시행자가 지침과 기 에 의거하여 진입도로를 정비하

고는 있으나 사업지와 주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수 에 머물러 체 지구 

생활권차원에서의 지구도로정비가 수행되고 있지는 못함.

◦ 사업자 심의 진입도로 정비는 주변 간선도로에 무 제하게 속하는 양상

을 보이고 이는 간선도로계의 소통장애와 교통사고 등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음.

◦ 그리고 최근 뉴타운 사업, 기성시가지의 고  개발론(Compact City, TOD 개

발등)이 두되고 있어 주택 고 ․고층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변화에 응하는 지구도로체계와 교통개선을 한 노력은 단편 인 문제해

결 수 에 머물러 있음. 

◦ 따라서 기존 재개발․재건축 집약지역과 향후 재개발․재건축 정지구, 뉴

타운 사업지구 등을 상으로 하는 주택시가지에서 집산도로계 심 생활도

로 주의 지구도로망체계정비 방법을 체계 으로 구축 제시하여 생활권역

에서의 교통체계 개선을 도모하는데 연구의 목 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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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주요내용  분석결과

◦ 주택시가지 정비사업과 도로정비

- 해방후 주택정비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를 거쳐 지 은 재개발․재건

축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최근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난

개발을 해결하기 해 서울시가 직  나서서 개발계획을 주도하는 뉴타운사

업이 새로운 주택시가지 정비방안으로 두됨.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로 시외곽부 유휴토지에 공공기 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으로 진행되는 

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민간주도로 개별사업 단 로 진행되어 계획 이

고 체계 인 정비에 한계를 보임.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도로체계가 열악한 곳에서 과 개발을 허용

하고 간선도로와의 연결진입로 확보가 사업자가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진출입로 치  개설 구간이 부 한 경우가 부분임. , 이러한 상은 

사업규모와 무 하게 동일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어 생활권 단  체의 도로

체계 정비 과는 거리가 있음.

.- 뉴타운사업의 경우도 1차 뉴타운사업인 은평뉴타운과 길음뉴타운에서는 시 

산의 투입을 통한 극  도로정비가 이루어졌으나 2차 뉴타운사업부터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가 공공기반시설을 확보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

는 용 과 층고에서의 인센티 를 부여하고 있음. 이 결과 2차 뉴타운사업 

 약 75%에 달하는 9개 지구가 기존 도로망체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주택시가지 사업에서의 도로체계 정비수  평가

- 기존 재개발․재건축 집약지역을 상으로 도로망 체계를 분석한 결과 체

의 약 80%에 달하는 지역에서 도로망체계가 비효율 이고 부정형 인 형태

로 분석되었음. 이러한 상은 기존 생활권역 도로체계에 사업 상지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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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부분  도로정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I. 외곽간선도로 

분산형

A. 내부격자분산형  

 

18.2%

B. 내부순환분산형 4.5%

C. 단독직결형

 

4.5%

II. 외곽간선도로 

집 형

A. 집산연결형 50.0%

B. 단독직결형 22.7%

-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따른 도로정비로 인해 기존도로체계에서 나타나는 부

작용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음. 첫째는 기존 내부도로망 체계의 붕괴이고, 

둘째는 외곽 간선도로의 기능 하임. 택지구획정리사업시 격자형으로 정비된 

기존도로체계는 일방통행 등 교통규제 용을 통해 지구도로로써 충분히 기

능할 수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인해 체 도로체계가 무 지는 

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 하나의 외곽간선도로에 집 으로 연결되는 

고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지별로 간선도로에 속하여 해당 간

선도로의 기능을 와해시키고 있음.

- 기존 재개발․재건축집약지역에서 내부도로기능체계를 진단한 결과 체의 

약 70%가 도로기능체계 측면에서 불합리한 진출입경로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국지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연결되는 도로 진출입체계가 많아 간선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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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리(Access Control)의 시 성이 요구되고 있음.

- 서울시는 도시 에서도 산과 구릉지가 많은 지형조건을 갖고 있어 주거지

역이 이들 산과 구릉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지형  제약으로 인한 도로

정비 수 은 열악한 수 임. 특히 간선도로계의 정비수 이 열악한데 분석

상 주택시가지  13.6%만이 지구 외곽에 간선도로계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3개방향은 7개 지구로 31.8%, 2개방향인 8개지구는 36.4%, 1개

의 간선도로계에 의존하는 지구도 4개로 18.2%로 나타남.

-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심으로 집산도로 정비수 을 세 수 기 으로 살펴

보면 3000～6000세  규모 사업지에서의 평균 집산도로연장과 6000～9000세

 규모에서의 그것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집산도로정비수 이 세

수 규모와 무 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음.

- 재개발․재건축 지구내 외곽간선도로  재개발에 의해 향을 받는 보조간

선도로를 선정하여 첨두시와 비첨두시의 구간주행속도를 분석해본 결과 부

분의 보조간선도로 구간주행속도가 첨두시와 비첨두시에 큰 차이가 없어 교

통수요 측면보다는 잦은 진출입으로 인한 교차로 간격 등 도로교통체계 측면

에서의 문제가 큼을 나타내고 있음.

- 기본계획이 확정된 뉴타운 2차 8개지구의 사업시행 후의 도로율 변화를 분

석해본 결과 사업지구별 지역  특성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계획상의 면

비 도로율은 최고 24.9%에서 최소 4.6%까지 다양하고, 사업시행 후로 공공

용지 변화 측면에서도 살펴보면 도로의 경우는 거의 부분 기존에서 사업시

행 보다 어든 반면, 공원, 녹지, 공공청사, 교육시설, 공공문화시설 등 나머

지 공공용지는 늘어났음을 알 수 있음. 즉, 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

에서도 지구도로 정비를 한 기 과 지침이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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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가지 도로정비를 한 도로체계 정립방향

- 서울시 집산도로의 기능은 그동안 간과되어 부분의 도로가 12m 미만의 국

지도로로 빈번한 주정차 행 에 의해 도로로써의 기능을 거의 상실한 상태임. 

 최근 주택 고 화에 따라 기존의 국지도로 기능은 단지내 생활도로와 지

하 주차장 동선으로 체되고 단지내 동선과 외부간선도로계를 연결하는 

가로(中街路) 성격의 집산도로 기능이 강조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주택 고 /고층화가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에서 주택시가지 정비시 집

산도로계 확충을 해 다음과 같은 서울시 도로체계 정비가 시 함. 

     

국지도로 일반생활도로

집산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현 재 향 후

기간생활도로

기능 Upgrade

기능 Downgrade

국지도로

보조간선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도시계획도로
(서울특별시도)

생활도로
(자치구도)

도시계획도로

◦ 서울시의 주택시가지 도로체계 개선방안

- 주택시가지의 도로체계를 개선하기 해서 서울시는 집산도로 심의 주택시

가지 도로체계를 정립하고 시행주체와 정비방법, 산분담 방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먼  도로체계는 재 기능조차 정립되지 않은 집산도로를 기능 으로 세분

화하고 지역생활 심도로 개념을 도입함. 집산도로를 기간생활도로와 일반생

활도로로 분류해 각각의 도로기능에 부합하는 수 으로 정비해 도로 사용자 

욕구에 충족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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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단 사업별 도로정비에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권역 체를 

상으로 한 집산도로 공 규모, 해당지구의 지형조건과 주변지역  주변도로

체계를 고려한 지구도로망 체계를 서울시가 주도 으로 계획․수립해야 함. 

이를 해 서울시는 향후 수립될 「서울시 도로정비 기본계획」에 주택시가

지에서의 집산도로 정비사업을 사업으로 선정해야 함.  

- 도로정비사업 소요 산은 서울시가 일정부분 자체 산을 확보하여 생활환경

개선사업 차원에서 극 추진함. 그리고 해당지역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재개

발․재건축사업 시행 시 수반될 공공용지 제공과정에서 도로부문의 정비 목

표치를 산정, 특정구간 도로정비를 사업자에게 시키거나 분담  형태로 징수

하는 방법을 강구함.

- 아울러 지형 등 기(旣)개발로 인해 지구내 도로체계정비가 어려운 경우 지구 

외곽간선도로 기능을 한 단계 낮춰 지역생활 심의 도로로 만듦. 이로 인한 

신규 체도로를 정비하는데 드는 산은 국가가 지원하도록 특별법에 명시

함.  

    

뉴타운 사업뉴타운 사업

기존
재개발/재건축지역

기존
재개발/재건축지역

신규
재개발/재건축지역

신규
재개발/재건축지역

구릉지 (층고제약)

평지

개발완료지역

추가개발/진행지역

도로정비 부담금제 적용 (사업자 부담)
부족금 서울시 지원

서울시 도로예산사업

사업자 부담(용적 인센티브)

서울시 도로예산사업

서울시 도로 + 사업자 부담

지구외부지구외부 광역도로체계, 외곽간선도로 대체도로광역도로체계광역도로체계, , 외곽간선도로외곽간선도로 대체도로대체도로
국가지원

Or
Matching-Fund

국가지원국가지원
OrOr

MatchingMatching--Fund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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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책건의 

◦ 서울시 주택시가지를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구형태로 획정하여 지구단 별로 

집산도로를 심으로 하는 가로(생활 심가로) 정비 계획을 구청별로 수립

하고, 시차원에서 의, 조정, 확정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함.

◦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된 가로(생활 심가로) 정비를 시가 주

도 으로 추진하고 정비 완료된 도로는 자치구 도로 고시 자치구에 이 함.

◦ 가로(생활 심가로)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보 함으로서 련계획, 사업에서 

극 반 하도록 함.

◦ 지구도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해 “(가칭) 생활권 교통정비기본계획”을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구형태로 수립하여 지구도로망계획, 도로정비방법, 재원조

달방법, 시행주체 등 구체  사항을 계획․수립하여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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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서 론 

제1  연구의 배경

▶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거 조성된 서울의 부분 주택시가지가 30～40년

이 경과된 지  부분 지역에서 재개발․재건축 과정을 통해 ․고층 아

트로 재정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4～6m 미만의 국지도로 심의 주택 

시가지 도로체계가 소멸되어 가면서 아 트 단지내 도로와 단지 외부도로체

계로 양분되는 과정에서 도로정비 방법론이 제 로 구축되고 있지 못하다.

▶ 재개발․재건축시 사업시행자가 지침과 기 에 의거하여 진입도로를 정비하

고 있으나 사업지와 주변 간선도로를 연결하는 수 에 머물러 체 지구 생

활권차원에서의 지구도로정비가 수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 사업자 심의 진입도로 정비는 주변 간선도로에 무 제하게 속하는 양상

을 보이고 이는 간선도로계의 소통장애와 교통사고 등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다.

▶ 최근 뉴타운 사업, 기성시가지의 고  개발론(Compact City, TOD 개발등)이 

두되고 있어 주택 고 ․고층화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변화에 

응하는 지구도로체계와 교통개선을 한 노력은 단편 인 문제해결 수

에 머물러 있다. 

제2  연구의 목

▶ 주택 시가지에서 집산도로계를 심으로 하는 생활도로 주의 지구 도로망 

체계 정비 략을 개발․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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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극 으로 기존 재개발․재건축 집약지역과 향후 재개발․재건축 정지구, 

뉴타운 사업지구 등을 상으로 하는 주택시가지 도로정비 방법을 체계 으

로 구축 제시하여 생활권역에서의 교통체계 개선을 도모한다.

▶ 주택 시가지에서의 도로정비 활성화를 한 법, 제도, 재원, 수행방법 등을 

구체 으로 제시하고 사업수행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제3  연구의 범

▶ 공간  범

▹ 상지역

- 주거지역이 부분이고 간선도로계로 둘러싸인 면  10만～30만평 규모의 지

구이면서 주거형태에서 ․고층 아 트가 차지하는 비 이 높은 지구

일부근린

상업시설

재개발
APT

재개발
APT

재개발
APT

간
선
도
로
계

간
선
도
로
계

간선도로계

간선도로계

재건축
APT

<그림 1-1> 연구 상지역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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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재개발․재건축 집약지역을 상으로 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1, 2차 

뉴타운 사업지구를 포함

▹ 상도로

- 6m 미만의 국지도로는 상에서 제외, 6m 이상의 지구내 도로  도로기능

상 집산도로 이상 성격의 도로와 지구 외곽경계를 형성하는 간선도로계

외
곽
간
선
도
로
계

외곽간선도로계

내부집산도로 간선도로 or 
보조간선도로

<그림 1-2> 연구 상도로 개념도

▶ 내용  범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집산도로계를 심으로 하는 주택시가지 지구에서의 

내부도로망체계 구축에 있다. 이를 해 도로기능체계 반과 교통개선사업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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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조명한다. 

지구도로망 체계

진출입도로 기능체계

`

진출입로 정비
(폭원구성, 보차분리, 마을버스운행)

교차로 형태 및
간격 조정

간선도로 접근관리
(Access Control)

구간주행속도

<그림 1-3> 연구의 내용  범

- 교통개선사업의 경우 개선내용이 독립 일 수가 있어 주택 시가지 도로에서 

일반 으로 용할 수 있는 방법의 용사례 수 으로 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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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연구수행 차

서울시 주택시가지 정비과정에서의
도로정비 현황검토

서울시 주택시가지 정비과정에서의
도로정비 현황검토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의
도로체계 정비수준 평가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의
도로체계 정비수준 평가

도로망체계 평가 교통체계 및 서비스수준 평가

주택 시가지에서의 도로체계 및 교통개선방안주택 시가지에서의 도로체계 및 교통개선방안

주택 시가지 도로정비상의
문제점 및 정비사례 분석

주택 시가지 도로정비상의
문제점 및 정비사례 분석

도로체계의 재정립 교통개선방안

생활권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행체계생활권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수행체계

<그림 1-4> 연구수행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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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Ⅱ장 
서울시 주택시가지 정비과정에서의 도로정비 

황과 문제 

제1  주택시가지 정비유형과 도로정비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뉴타운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과 거 현 재

<그림 2-1> 주택시가지 정비사업 개유형

재까지 서울시에서 추진된 주택시가지 개발사업으로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일

단의 주택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이 개되었고, 도시재개발사업으로는 주택재

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수행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들어 

민선 3기 서울시정의 하나로 뉴타운 사업이 3차까지 진행되고 있다. 즉, 서울시의 

주택시가지는 연 별로 다양한 시가지 개발  재개발사업에 의거하여 정비되어 왔

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시 주거지역내 도로체계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각 주택시가지 정비유형별로 도로체계의 정비수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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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창기 표 인 택지개발사업으로 지 까지 58개지구. 연

면  140.0㎢(기 개발면 의 39.4%)가 정비되었다. 본 사업이 1960년과 70년 , 80년

를 거치면서 도로망체계정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성기라 할 수 있는 60～

70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 도로망 차원의 도로정비는 찾아볼 수 없고, 폭원 

4～6m로 택지를 분할하는 차원에서 도로가 정비되었다. 

<그림 2-2> 연도별 토지구획정리사업 사례

    

이후 1980년  들어 시행된 양재, 개포, 가락, 강동지구 등에서는 이 과는 달리 

사업 시행 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의 평면 인 확장으로 일어나는 질

인 취약 을 방하고 도시 체의 조화  토지이용률의 극 화, 쾌 한 생활환경

을 창출하는데 주안 을 두어 과거에 비해 도로망 체계를 갖추고 도로폭원을 정비

하거나 도로의 기능체계를 재정립하는 측면에서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어 ‘질  고

화’에 기여하기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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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은 서민 주택의 집단 인 공 을 해 1981년 제정된 ‘택지개발

진법’에 의거하여 총 43개지구 34,464천㎡이 완료되고 지 도 진행 이다.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환지방식에 의존하 다면 택지개발사업은 면매수방식을 채택하여 개

발이익환수에 주목 을 두었다.

<표 2-1> 택지개발사업 사례

도로 기능별 배치 개념도 도로설치간격 규정

구분 거리(m)

주간선-주간선간 간격 1,000 내외

주간선-보조간선간 간격 500 내외

보조간선-집산도로간 간격 250 내외

국지도로간 간격 단변(30~50)×장변(90·150)

      - 개포지구 -

택지개발사업은 서울시 외곽지역의 유휴토지를 계획 으로 개발하여 도시기반시

설의 확충  정한 편익시설을 배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개

발․재건축 사업, 뉴타운 사업과 달리 기존 주택시가지가 아닌 신규 택지개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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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시가지 정비방법이다. 택지개발사업의 규모는 최  6,494,000㎡(개포3지구), 

최소 22,000㎡(창동2지구)로 평균규모는 810,000㎡로 다양하고, 규모의 차이에 계

없이 타 사업에 비해 양호한 도로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림 2-3> 택지개발사업지구 황

부분의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는 도로의 기능분포 정성과 도로배치간격 등에

서 도로계획  설계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 비교  기능별로 도로 계 정립이 제 로 이루어지고 일방통행 등 교통규제, 

운 을 고려한 도로정비가 이루어졌으나 규모 개발 가용토지의 고갈로 택지개발

사업 수행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사업의 규모(건수, 면 )가 차 

감소하는 추세로 사업지가 체로 서울시 외곽부에 분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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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사업규모, 수행 차, 정비방안 등의 측면에 있어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간에

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민간주도’의 사업이라는 공통 테두리를 설

정하여 별도의 구분없이 동시에 고려하 음.

서울시에서 진행된 민간주도 개발사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재개발의 경우 1973년 

이후 2005년 재까지 총 시행구역수가 약 348개소로 면  15,201,758㎡(미시행 : 22

개소, 시행  : 57개소, 공 : 37개소, 완료 : 232개소), 건립가구수는 287,339개 수

에 달한다. 그리고 재건축의 경우는 1990년 이후 재까지 이미 진행되었거나 진

행 에 있는 구역이 체 1523곳에 이르고 이  이미 공된 곳은 약 880개소에 달

한다. 

   

  - 재개발지구 -                        - 재건축지구 -

<그림 2-4>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황

<그림 2-4>에서도 나타나듯이 재개발에 비해 재건축 지구가 훨씬 소규모 형태

로 서울시 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은 도로정비 

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기존 주택 시가지에서 일정 지역만 

독립 으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기존 도로체계의 균형이 상실되고 부분의 재개

발 단지가 단지와 지역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정비에 치 하고 있는 수 에 그



16

쳐 기존 도로체계 패턴에 부정 인 향을 주고 향후 지역도로체계개선에 있어서도 

장애  요소로 작용된다. 이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소규모 단 로 산발 으로 진행

되다 보니 지역차원의 도로체계를 염두에 둔 도로정비안의 도출 자체가 어렵고 앞

서 언 하 듯이 기존 도로체계에 주택 재개발 지구만 별도의 독립  도로체계를 

가짐으로써 생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 (상도동 악로 주변) 사례 2 ( 호동 독서당길 주변)

<그림 2-5>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내 단지 진출입 개설사례

과거 주택지 조성이 주를 이루어 세가로가 형성되고 일방통행과 같은 교통운

을 용하던 때와는 달리 재는 집약 인 단  아 트 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단

지내도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개발규모와는 무 하게 천편일률 으로 해당단지 진

입로 성격의 도로정비만이 수행되고 있어 기존의 서울시 도로체계의 틀 자체가 변

형되고 있는 실정이다. , 시공사의 공공기반시설 부담 기피 상이 강해 더욱 획

지를 소분할하고, 새로운 도로정비보다는 기존도로 체계에 기생한 형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별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서울시 도로 네트워크의 

변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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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뉴타운 사업

뉴타운 사업은 재 1차 뉴타운(은평, 길음, 왕십리)은 사업에 착수하 고, 2차 

뉴타운(교남외 11개 지구)은 화, 한남뉴타운을 제외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단계

이며, 3차 뉴타운(수색동외 10곳)은 지구지정 단계이다. 

<그림 2-6> 1/2차 뉴타운사업지 황

소규모 단 로 난립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상지구를 선정

하여 지구 체의 개발계획을 설정하고 공공기반시설계획을 강화하는 것으로 재개

발․재건축 상이 되는 노후주택지역이 뉴타운 사업의 주 상지역이 된다. 사업

지 규모를 살펴보면 종로구 교남지구가 6만 9천평으로 최소규모이며, 은평구 진

내외동지구가 359만 3천평으로 최 규모를 보여 규모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다. 

뉴타운 사업에서 종 의 재개발 사업과 차별화시켜 추진하는 방식은 <표 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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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된 바와 같이 공공이 추진하여 역단 의 계획 인 개발을 추구한다는 것이

다. 소규모 단 로 난립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상지구를 선

정하여 지구 체의 개발계획을 설정하고 공공기반시설계획을 강화하는 것으로 재개

발․재건축 상이 되는 노후주택지역이 뉴타운 사업의 주 상지역이 된다.

<표 2-2> 뉴타운 사업의 차별화된 추진방식

종  재개발 사업 뉴타운 사업

소규모단 의 재개발 사업 → 역단 (생활권) 계획  개발

민간의존 도시기반시설 확보 → 공공부문 역할증 (시 산투자)

주택재개발 방식 의존 → 다양한 도시개발방식 활용

그러나 뉴타운 사업의 경우도 난립하는 주택 재개발을 서울시가 계획수립 단계

에서부터 개입하여 공공기반 확충을 유도하는 새로운 주택 시가지 개발 방식으로 

시작되었을 1차(3개) 당시만 해도 공공부문인 도로정비에 매우 극성이 있고, 도로

확충에 따른 시 산의 지원도 수반되었으나 2차(12개) 사업으로 확 되면서부터 

서울시의 도로정비사업 투자는 상당부분 후퇴하 고 민간 사업자의 기부채납과 용

률 인센티 제로 고착되었다. 그 결과 공공성이 있는 도로계획과 정비보다는 단

순히 뉴타운 지구 주민을 한 생활도로 계획이 주를 이루고 있어 사업 창기의 

의도가 다소 퇴색되었다 할 수 있다. 기본계획이 확정된 13개의 뉴타운 지구 도로

계획의 특징은 집산도로 기능을 강화하고 집산도로의 도로폭원구성의 질  개선이 

돋보인다는 이다. 이는 도로체계의 개념이 지구 체를 염두에 두고 있고, 차량과 

보행의 동선계획을 반 한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 계획에서 나타나는 도로정비상의 

특징은 도로율(도로면 )의 변화이다. <표 2-3>은 각 지구별 사업 후의 세 수와 

도로율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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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뉴타운사업 후의 세 수  도로율 변화

회차 No. 지구명 황 계획 황 계획

1차
1 길음 13593 14100 4.2 9.5

2 왕십리 4572 5000 7.2 8.8

2차

1 교남 2135 2342 19.7 13.4 

2 한남 16429 15900 8.6 10.4 

3 농답십리 13856 13900 15.0 13.6 

4 미아 11393 11444 7.6 4.6 

5 가좌 21662 20600 11.2 7.2 

6 아 18433 18535 21.24 11.42 

7 천호 6401 6400 5.8 15.9 

8 신정 14190 13030 17.9 17.3 

9 등포 2141 2200 23.4 24.9 

자료 : 은평(1차), 방화/노량진(2차)은 자료미확보로 제외, 화(2차)는 미확정으로 제외

도로율이 증가한 곳이 45.4%, 감소한 곳이 54.5%이다. 특히 이  사업  도로율

이 약 20% 던 3곳  2곳의 도로율이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뉴타운 사업개발계

획 부분이 ․고층 아 트형 공동주거형태 주로 되면서 국지도로가 어들었

기 때문이다. 

  

증가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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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남 전농답십리 미아 가좌 아현 신정 천호 영등포

현황도로율 계획도로율

<그림 2-7> 2차 뉴타운 사업지 사업 후 도로율 감소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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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주택시가지에서의 도로정비 련 법/제도 황

1. 정비사업별 도로정비 련제도 황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정비사업별로 근거법을 살펴보면 다음 <표 2-4>

와 같다.

<표 2-4> 정비사업별 근거법

사업 2003년 이 2003년 이후 2005년 10월이후( 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 도시개발법(2000)
- -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 진법 택지개발 진법 택지개발 진법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재개발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주택재건축사업 주택건설 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

선을 한 임시조치법

뉴타운 사업(1, 2차) -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

지원에 한 조례 (서울시) 뉴타운 특별법

(정부) 역개발 특별법
뉴타운 사업(3차) -

정비사업들은 다양한 개별법에 따르다 2003년 제정된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일 성 있는 종합  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새롭게 추진되기 시작한 뉴타운 

사업도 재 ‘뉴타운 특별법’ 이 수립단계에 있어 사업추진의 명확성을 추구하고 있

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용 기 들이 제시된 련지침 

 규정은 <그림 2-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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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계획 수립 메뉴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지침

도시계획도로의 계획 및 설계기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메뉴얼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택지개발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뉴타운 사업

<그림 2-8> 정비사업별 도로정비 련 지침  규정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도시 리계획 수립 지침, 도시계획도로의 계획  설계기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 에 한 규칙,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

정 등의 도로정비 기 을 주로 수하며 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서울

시 지구단 계획 수립 매뉴얼과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의 지침을 용하고 

있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의 경우 아직 근거법이 마련되지 않고 서울시 조례로만 

명시되어 있어 주로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이 참고된다. 따라서 비교  상세

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범 하게 용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 에 한규칙’과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정도이다. 

이러한 련지침  규정별로 명시하고 있는 도로정비 부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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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도로정비 련지침  규정 요약

련지침  규정 항목 도로정비 련 부문

도시 리계획수

립 지침

(건설교통부, 

2003, 1)

4-2-2-1

일반도로

(3) 주거지역의 도로율은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 설치기 에 한규

칙에서 정한 비율이 일반 단독주택지역의 기 임을 감안하여 공동주

택 주의 주거지역인 경우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계획

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 에 한 

규칙

(건설교통부, 

2004, 12)

제10조

(도로의 일반

 결정기 )

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 에 의하되, 시/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 도 등을 감안할 것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000m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m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m 내외
    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 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150m 내외,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60m 내외

제11조

(용도지역별 

도로율)

① 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며, 건축물의 용도/ 도, 주
택의 형태  지역여건에 따라 히 증감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20% 이상 30% 미만. 이 경우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 이
상 15% 미만이어야 한다.

제12조

(도로의 구조 

 설치에 

한 일반  

기 )

② 도로  부 시설의 구조/설치에 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도로의구조․시설기 에 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 국지
도로  특수도로의 구조 설치기 은 도로교통 안 에 지장이 없는 범  
안에서 도시계획 원회(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 원회의 심의는 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 제9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에 거쳐야 한다.

도시․주거환경정

비기본계획상의 

지침

(서울시, 2004)

다.

계획기   

과정

∘ 근린생활권 단 의 도로망 계획
  - 정비 정구역  주변 지역간 연계 도로망으로서 로 이상의 장래 계획

도로망을 제시하며, 주변지역과의 연계  일반시민의 편의를 하여 계
획 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로(10m이하의 도로)도 계획한
다. 한 정비 정구역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향후 개발 도 등을 고려
하며, 정비사업 시행 후에 발생할 교통량을 감안하여 도로폭원을 설정한
다. 그리고 구역을 블록화하여 가  굴곡이 은 도로선형이 형성되도
록 계획하여 도로의 기능성을 제고한다.

뉴타운개발계획 

수립 매뉴얼

4-3.

교통  동

선처리

계획

∘ 사업시행 후의 개발 도 등을 감안한 교통 향을 악하여 도시기본계획 
 도시 리계획상의 도로/교통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교통 유발요인 최소화 고려
∘ 지구와 역교통망은 충분히 연계되도록 하되, 지구내부는 통과교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획

도시 리계획수립 지침 상에서는 공동주택 주 주거지역에서의 도로정비율을 

15～30%로 명시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 에 한 규칙에서

는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을 250m 내외로 제안하고 있지만 <표 

2-3>에서 뉴타운 사업지 상의 사업 후의 도로정비 비율이나 기존 단  규모

의 재개발 사업지 상의 도로정비 실태만 보아도 세  규모별로 명확한 기 이 제

시되지 못해 각 정비기 들의 실효성이 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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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조  목 내  용

제25조

(진입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하는 폭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주택단지의 총세 수 기간도로와 하는 폭 는 진입도로의 폭

300세 미만 6m 이상

300세 이상 500세 미만 8m 이상

500세 이상 1천세 미만 12m 이상

1천세 이상 2천세 미만 15m 이상

2천세 이상 20m 이상

② 주택단지가 2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
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 수를 합한 총 세 수를 기 으로 
하여 산정한다.

③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 에 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m 이상 6m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m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주택단지의 총세 수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

300세  이상 500세 미만 12m 이상

500세 이상 1천세 미만 16m 이상

1천세 이상 2천세 미만 20m 이상

2천세 이상 25m 이상

제2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표의 기 에 의한 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 수가 100세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m를 넘는 때에는 그 폭을 6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기간도로 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최단거리의 것을 말한다)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 수
도로의 폭

100세 미만 4m 이상

100세 이상 200세 미만 6m 이상

300세 이상 500세 미만 8m 이상

500세 이상 1천세 미만 12m 이상

1천세 이상 15m 이상

② 주택단지안의 폭 8m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m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주택단지안의 도로로부터 건축물까지의 출입로의 폭은 당해 건축물 주출입구의 폭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의 구조등에 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한 <표 2-6>의 주택건설기 등에 한 규정 역시 단  사업별 확보 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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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것으로 총 개발규모에 응하여 확보되어야 하는 도로의 양에 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리고 다양한 주택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도로정비 사업에 있어 

시행주체 규정을 살펴보면 <표 2-7>과 같은 원칙에 따라 개별 주택건설사업의 경

우 사업시행자가 사업허가조건으로 기간도로로부터 사업지까지의 진입도로를 확보

하도록 하고, 이때 설치범 는 지구밖 200m 까지는 사업시행자가, 그 외는 지자체

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 2-7> 도시공공시설  도로 공 기

시설 확  보  기  비  용  부  담

도  

로

· 진입도로 폭

  (주택건설기 등에

한규정)

· 주 법에 의한 개별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진입도로를 지구밖 

200m까지는 사업시행자가 설치  (주택건설 진법)

· 50,000㎡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나 연면  95,000㎡이상의 주거

시설은 교통 향평가의 상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도시교통정비 진법)

2. 주택시가지 정비사업과 교통 향평가 제도

교통 향평가는 존 교통상황에 어떠한 변화를  수 있는 단  는 건축물

의 설치․증축 등으로 교통수요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인․허가 에 평가할 목

으로 1985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것은 주변가로 등에 미치는 부하 향을 

개선하기 한 교통개선 책을 이행하는 데 주요 목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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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 수립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관리계획 수립
(근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지 구 지 정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지 구 지 정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사 업 승 인
(건축심의)

사 업 승 인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실시설계

5만m 미만
2

5만m 이상
2

6만m 이상
2

생략

서울시조례

교통영향평가법

교통전문가
참여

<그림 2-9> 교통 향평가 수행단계

교통 향평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같은 도시 리계획 수립 이후 지구지정

단계 혹은 사업승인단계에서 상면  5만㎡ 이상인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를 따르

고, 6만㎡ 이상인 경우는 교통 향평가법에 따라 받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표 

2-8>과 같은 지침 내용을 기반으로 교통  보행, 주차, 진출입 동선, 주변가로 

 교차로, 교통안   기타의 5가지 부문에 해 교통개선 책 유형을 제시하도

록 되어있다.

  

<그림 2-10> 교통 향평가시 교통개선 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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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교통 향평가 지침

세부내용

제5조(교통 향평가의 범 )

①교통 향평가의 시간  범 는 평가 기 년도부터 다음 각 호의 평가 목표년도까지로 한다.

      1. 사업 : 사업완공 후 1년·5년  10년

      2. 시설 : 시설설치 후 1년  5년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향평가의 시간  범 를 설정하는 경우 사업기간은 평가 완료일부터 기산한다.

②교통 향평가의 공간  범 는 사업의 시행 는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직 인 교통 향을 받는 지역까지로 하되, 다음 각호의 범  이

상으로 한다. 단, "다만, 다음 각호에 의한 반경내 교차로의 수가 각호에서 정한 교차로수보다 은 경우에는 그 반경내 교차로수를 그 범

로 한다."

1. 시설 : 당해 시설물의 주된 출입구를 기 으로 다음기 에 의하여 주된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무신호 교차로  분기 을 포함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 범 내의 가로

가. 최소평가규모의 4배미만인 시설 : 반경 2.0㎞이내 12개 교차로

나. 최소평가규모의 4배이상 8배미만인 시설 : 반경 2.5㎞이내 16개 교차로

다. 최소평가규모의 8배이상인 시설 : 반경 3.0㎞이내 20개 교차로 

    2.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사업  철도의 건설  도시철도의 건설 : 여객  화물을 취 하는 역의 각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4개 교차로  그 범 내의 가로

  3.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사업  도로의 건설  도시계획사업  도로의 건설 : 당해 도로와 속하는 도로의 가장 가까운 4

개 교차로  그 범 내의 가로

    4.  제2조 제3항 별표1 제2호 가목의 사업  제2호 제3호이외의 사업 : 당해 사업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다음기 에 의한 교차로  사

업지와 가장 가까운 교차로  그 범 내의 가로

가. 최소평가규모의 2배미만인 사업 : 반경 4.0㎞이내 20개 교차로

나. 최소평가규모의 2배이상 4배미만인 사업 : 반경 5.0㎞이내 25개 교차로

다. 최소평가규모의 4배이상인 사업 : 반경 6.0㎞이내 30개 교차로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 향평가의 공간  범 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설을 심으로 각 방향의 교차

로  가로가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 주변의 가로망  체계·토지 이용상황 등이 특수하여 공간  범 를 각 방향별

로 고르게 설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교통 향평가의 내용  범 는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에 하여는 사업계획  시설계획의 특성을 고려

하여 평가방향과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으로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업 는 시설물의 특성으로 인하여 이를 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진·출입동선에 한 교통개선 책

           1. 유효한 상 계획상의 교통계획과연계

           3. 사업지와 연결되는 역교통망체계는 연계수송  도시순환 는 우회기능에 악 향을 최소화하도록 구성

           4. 역교통망체계의 구성시 가  기존교통시설의 이용효율을 제고하도록 하되 은 투자로 량교통처리가 가능하도록 확정된 련 

교토계획이나 진행 인 련 교통계획과 연계시켜 구성

제20조 가로  교차로에 한 교통개선 책, 제21조 보행에 한 교통개선 책. 제22조 교통에 한 교통개선 책

제23조 교통안 에 한 교통개선 책, 제24조 주차에 한 교통개선 책

제36조 재 의 상

            1. 주요 차량  보행동선체계의 변화가 있는 경우

           2. 주요 동선체계상에 새로운 교차지 이 발생된 경우

           3. 진출입구의 치가 주변 교차로에 가까워진 경우

           4. 진출입구에서 주차장 진출입램  는 주차장 출입구까지의 거리가 짧아진 경우 

           5. 주차동선체계가 변화되거나 새로운 교차지 이 발생한 경우

           6. 진출입구의 치변경으로 다른 사업지 진출입구와 100m이내로 근 한 경우

           7. 보행자도로  자 거도로망 체계에 변화나 단 이 발생한 경우 

           8. 진출입구가 새로이 신설되거나 일부 진출입구가 폐지된 경우

           9. 사업의 교통개선 책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로이상의 가로  교차로가 신설 는 폐지되거나, 도로 계가 변경된 경우

              나. 노외주차장의 치  규모가 축소되거나, 버스베이, 도시철도정차장, 터미 등 교통 련시설의 치가 주요 가로망체계상 계가 

상이한 도로에 속되도록 배치된 경우

              다. 공동주택의 진출입허용구간을 다른 방 의 도로로 변경한 경우

              라. 공동주택의 동일 진·출입허용구간내에 진·출입구를 2개이상 개설하여 이들 진·출입구간 간격이 100m를 과하지 아니한 경우

②교통 향평가 의 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의내용에 제시된 교통 개선 책을 변경한 경우 에는 재 의를 받지 아니 한다.

      1. 사업 는 시설의 규모를  제2호 제3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평가 상 최소 규모 미만으로 축소한 경우

      2. 당해 사업지 는 근 지역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3. 당해 사업지 는 근 지역에 교통개선사업 등 공익 목 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4. 도시계획 도로의 확폭, 선형의 변경 등으로 교통개선 책이 불필요해진 경우

      5. 다른 사업 는 시설에 한 교통 향평가 의로 당해 의 내용에 제시된 교통개선 책이 변경된 경우

      6. 법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에 의하여 의내용에 제시된 교통개선 책이 변경된 경우

자료 : 『교통 향평가 지침, 건설교통부,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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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개발 사업과 같이 건축계획과 주변공간계획이 비교  구체화된 간규

모 블록단 사업 추진시에 수행되는 교통 향평가의  평가 항목은 다음과 같

다.

<표 2-9> 교통 향평가  평가항목( 간규모 블록단 사업 추진시)

가. 각 블럭별 차량진․출입허용구간 분석  가감속 완화차로 설치 정성 여부
나. 사업지 외부의 기존도로와 연결구간의 정성 여부
다. 사업지내 공공노외주차장의 규모, 배치 치, 진․출입방식의 정성 여부
라. 사업지내 보행공간  보행동선체계 구축의 정성 여부 
마. 사업지내 이면도로 활용의 정성 여부
바. 사업지내  사업지와 인 하는 교차로의 교통처리방식의 정성 여부
사. 교통수단의 지원시설 설치 치  규모의 정성 여부
아. 필요한 교통안 시설의 종류  설치 치의 정성 여부
자.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상의 교통계획이 지구단 계획 내용과 

상충되는지 여부
차. 유발교통량 분산처리를 한 진․출입구 는 연결도로의 개설여부
카. 사업지 주변의 교통장애요인 발생여부에 한 분석등

이러한 평가항목을 토 로 하여 교통 향평가를 수행한 결과 제시된 개선안과 

그에 따른 시행주체와 비용부담 등이 계획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0> 교통 향평가 사례

개 선 방 안 시행주체 비용
부담자 시행시기

주
변
가
로 

교
차
로

◦사업지 주변 교차로 신호운 최 화(11개소)제시
◦신호체계 개선  사업지방향 유턴제안
◦사업지 진입도로 확폭(당  B=3.8m～9.9m→

8.0m～12.0m,  L=150.0m)에 따른  도로운 계
획 수립

◦거주자우선주차면 삭제 건의
- 사업지 주진입로부 거주자우선 주차면 삭제후 보

도설치 : 14면
- 사업지 북측 거주자우선주차면 삭제 후 보행공간 

확보 : 16면

지방경찰청
지방결찰청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
-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진
출  
입
동
선

◦임 아 트 주출입구 교차로운 계획  멸등 
설치

◦분양아 트 주출입구 교차로운 계획  멸등 
설치

◦단지내 차로운 계획 수립 
◦단지내 도로  지하주차장 입구 가각정비

(R=6.0m이상확보)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사업완료시

자료 : 농제3구역 제2지구 주택재개발사업 교통 향평가, 200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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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법/제도상의 문제   수행한계

행제도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행시의 비용부담규정이 미비하고, 도로

시설 확보기 이 불명료하여 제도  장치가 미흡한 한계 이 드러나고 있다.

비용부담규정
미 비

비용부담규정
미 비

확보기준
불 명 료

확보기준
불 명 료

제도적장치
미 흡

제도적장치
미 흡

<그림 2-11> 행 법/제도상의 한계

더욱이 지구내에는 사업이 완료된 단지와 진행 인 단지, 계획 인 단지가 혼

재되어 있어 형평성과 공평성에서도 행 제도운 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1) 시행주체에 따른 한계

공공부문만 시행가능 사업공공부문만 시행가능 사업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민간참여 가능 사업민간참여 가능 사업

• 주택 재개발사업
• 주택 재건축사업
• 뉴타운 개발사업

<그림 2-12> 시행주체별 주택 시가지 정비사업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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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시가지 정비사업 수행에 있어 1차 인 한계는 사업 주체측면에서 검토

될 수 있다. 사업주체가 공공인지 혹은 민간인지 여부에 따라 주택시가지 정비사업 

수행에 수반되는 공공시설 정비 수 이 큰 차이를 나타낸다. 공공이 체 계획수립

을 하지만 민간참여에 크게 의존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공공의 보조  

지   비용부담률 규정이 미비하여 ‘행 자, 원인자, 수익자부담규정’에 의해 민간 

사업자에게 비용이 부담되고 있다. 

<표 2-11> 주요 간선시설의 설치의무자  설치범

구분 사업시행자 지자체 기타

도로 단지외 200m 까지 단지외 200m 과분 국가가 일부보조 가능

자료 : 주택건설 진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35조

100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도로시설을 지구밖 200m까지만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한 것은 사업자에게 그 이상의 간선시설설치에 한 부담을 경감해 으

로써 주택건설을 진하기 한 의도이나 실제로는 지자체가 200m를 과하는 간

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에게 가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에 반해  민간 사업자

의 재원조달은 어려운 계로 정비규모에 따라 기본 으로 확보되어야하는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들이 충분히 공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정비사업 상지역을 

하나의 생활권 단 , 나아가 상호 교류되는 지역내 구성요소 에서 보기보다는 

개별 정비지역으로써 고려하여 단지내 정비에만 치 한 민간 사업자의 근시안 인 

정비 의도 역시 재의 난개발과 도로부족 상을 빚어낸 주요원인이다.

2) 수행기 상의 한계

재로써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수요증가에 충분히 응할 도로정비가 앞

서 살펴본 다양한 련법과 규정에 명시는 되어 있으나 법간의 상호체계가 미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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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시된 기  역시 명확하지 못하여 개발 규모별 차등 확보용량에 한 기 이 

부족한 실정이다.

3) 교통 향평가 사업수행의 한계

각종 재개발에 따른 사업은 기본계획에서부터 실시설계, 교통 향평가 등의 과

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교통 향평가에서 교통 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

개선 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몇 가지 차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 

교통개선 책은 해당 사업의 규모에 따라 용한계, 검토  고려기 이 제시되

어 있지 않아 지역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교통개선 책보다는 사업시행자의 필요 

는 정책 인 결정에 따라 교통개선 책이 도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해당 지

역의 용도별 특성 등을 교통수요 측시에만 원단 로 측할 뿐 구체 이고 효율

인 교통개선 책을 수립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개발 지역에 한 교통개

선 책에 한 모니터링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후 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 극 인 개선 책 수립에 있어서도 한계 이 드러난다. 기 계

획되어 있는 인  지역내 주요 개발사업들과의 복합 향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지

역차원, 외부와 지역간 연계차원의 고도화된 안을 제시하기보다는 사업지로부터 

반경 300～500m 이내 인 도로에 한 진출입부 개선, 단지내 도로정비 등의 평면

인 안이 주를 이루고 있어 근본 인 도로교통문제 해결에는 근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통 향평가 지침상의 한계가 지 될 수 있다. 교통 향평가 지침

상에 교통개선 책 항목들의 부분이 권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있고 최소한의 기

의 제시되어 있어 강력한 구속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사업지 주변의 개발계획 황, 

역교통망 체계 등은 체로 형식 으로 검토되고 궁극 인 교통체계개선안 도출

시는 사업지 인  도로에 한 진출입구 정비, 교차로 기하구조 개선, 통행운 조정

(일방통행, 양방통행) 등의 수 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시행자가 도로 등 지

구밖 간선시설 설치에 해 요구를 받는 규모 도시개발 형태가 아니라 법에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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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최소요구 한도 내에서 도시공공시설이 공 되는 소규모 도시개발 형태가 주

를 이루는 서울시 추진사업(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특성과도 연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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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사업시행주체별 주택시가지 도로정비사업 황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도로정비사업의 시행주체는 다음 <그림 2-13>과 같다.

공공주도 민간주도

연간 도로건설사업

도로정비사업

뉴타운 사업 재건축 사업

도로계획과
주관

건설안전관리
본부 주관

자치구
주관

재개발 사업

도로사업 도로사업

<그림 2-13> 서울시내 도로정비사업  시행주체

서울시 도로계획과나 건설안 리본부 담당의 도로정비 사업은 서울시 도로로 

고시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와 도시고속도로 같은 상 등  도로를 상으로 한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상으로 고려하는 주택 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인해 발생되

는 도로정비는 부분 자치구 주 의 집산도로  국지도로 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되기 보다는 민간 개발사업자에 의해 단발 으로 수행되는 것이 일반 이다. 

우선 본 연구의 범 와 련이 있는 서울시내 도로정비사업 유형에 해 공공주

도 사업(서울시 지원의 자치구 주  도로정비사업, 뉴타운 사업내 도로정비사업)과 

민간주도 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지내 도로정비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제 추진 

인 도로정비사업에 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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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도 도로정비사업

1) 자치구 주  도로정비

2002～2005년 4년간의 서울시에 일임하거나 서울시 산 보조를 받아 추진되는 

자치구 성격의 도로정비 사업을 검토한 결과 체 도로정비 추진사업 151건  건

설안 본부와 도로계획과, 지하철공사 주 사업이 38.4%(58건)이고, 나머지 

61.6%(93건)가 자치구 도로사업이다. 그리고 자치구 도로사업에서도 사업기 효과별

로 <그림 2-14>는 지역도로 정비성격의 자치구 도로정비사업에서 주로 채택된 정

비유형으로 이와 같은 정비유형을 갖는 비교  재개발․재건축과 련된 지역도로 

정비성격 사업은 약 51%(47건)를 차지한다. 

상습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교차로 구조개선

선형조정

확장

단지 연결도로(진출입로) 신설정비

(병목구간, 교통애로구간) 교통량분산 목적의 확장정비

도로기능 회복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확장정비

정
비

단지 연결도로(진출입로) 신설정비

미연결구간 연계목적의 도로신설정비(터널, 지하차도 개통)

(병목구간/교통애로구간) 교통량 분산 목적의 우회도로 성격의 도로신설정비

신
설

정비사업 목적
구
분

상습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교차로 구조개선

선형조정

확장

단지 연결도로(진출입로) 신설정비

(병목구간, 교통애로구간) 교통량분산 목적의 확장정비

도로기능 회복 및 교통환경개선을 위한 확장정비

정
비

단지 연결도로(진출입로) 신설정비

미연결구간 연계목적의 도로신설정비(터널, 지하차도 개통)

(병목구간/교통애로구간) 교통량 분산 목적의 우회도로 성격의 도로신설정비

신
설

정비사업 목적
구
분

네트워크
소통개선

네트워크
소통개선

단일구간
소통개선

단일구간
소통개선

A

B

C

D

E

F

G

H

<그림 2-14> 자치구 주  도로정비사업 정비유형

자치구 도로정비사업  지역간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소통개선 사업이 약 66%

로 지 이고 단일구간 정체해소 차원의 사업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세부 

정비유형은 크게 교통량 분산목 , 구간연계목 , 단지 연결목 에서 이루어지는 도

로신설과 정비사업 형태로 구분되며, 신설보다는 폭원  연장 확장의 재정비사업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세부 정비유형별로 표 인 정비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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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자치구 주  도로정비사례(네트워크 소통개선)

A

옥수역～ 호동간 도로개설

(사업효과)

- 두무개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우회

도로 확보

- 지역도로와 강변북로간 진출입 연결

로 설치로 교통난 해소

B

신림1구역～호암길간 도로개설

(사업효과)

- 신림 1,7재개발 사업으로 늘어나는 

난곡길의 교통량 분산처리를 하여 

남부순환로～난곡길～신림1,7구역 

단지내도로와 호암길과의 연계도로

를 확보하여 시민통행 불편 해소

E

방로 확장

(사업효과)

- 미확장구간의 확장으로 교통체증 해

소

F

시흥 로～은행나무길간 도로확장

(시행효과)

- 단지 아 트 입주로 교통이 혼잡한 

천길의 교통량을 시흥 로로 분산

하여 시흥동지역의 교통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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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자치구 주  도로정비사례(단일구간 소통개선)

C

월계시 아 트～ 운 입구간 

도로개설

(사업효과)

- 주택  APT 집지역으로 균형발  

기여

- 차량통행 불편 해결

D

능동로 확장

(사업효과)

- 지구단 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합리

인 지역개발 도모

- 쾌 한 주거환경 조성  도로기능회

복

E

난곡길 확장

(사업효과)

- 신림 1, 7 재개발 사업진입로인 난곡

길의 일부 병목구간을 확장하여 지

역주민 교통불편 해소

F

사당4구역 진입도로 확장

(시행효과)

- 동작 로에서 사당4구역 재개발아

트단지간 연결되는 도로확장으로 주

민  차량통행 불편해소



36

2) 뉴타운 사업 도로정비

공공주도 사업  다른 하나는 뉴타운 사업 수행에서의 도로정비사업이다. 

1차11차차

2차22차차

기존도로망
유지 :

9개(75%)

새로운 도로
망체계 구축 : 
3개(25%)

은 평 길 음

교 남

<그림 2-15> 뉴타운 사업지 도로정비 황

1, 2차 15개의 뉴타운 사업지별 도로정비안을 살펴보면 체 인 정비유형이 다

음 <그림 2-16>과 같이 나타난다.

격 자 순 환 형

순 환 형

격 자 형
새 로 운

도 로 망

구 축

단 지 내 도 로 를 도 시 계 획 도 로 로 확 보도 로 기 능 조 정

내 부 도 로 간 연 계

중 심 생 활 가 로 화 정 비
내 부 도 로 계 정 비

진 출 입 부 정 비

외 곽 간 선 도 로 확 폭

외 곽 간 선 계 연 결 지 역 도 로 정 비

외 곽 간 선 계 정 비

기 존

도 로 망

유 지

정 비 내 역대 표 유 형

격 자 순 환 형

순 환 형

격 자 형
새 로 운

도 로 망

구 축

단 지 내 도 로 를 도 시 계 획 도 로 로 확 보도 로 기 능 조 정

내 부 도 로 간 연 계

중 심 생 활 가 로 화 정 비
내 부 도 로 계 정 비

진 출 입 부 정 비

외 곽 간 선 도 로 확 폭

외 곽 간 선 계 연 결 지 역 도 로 정 비

외 곽 간 선 계 정 비

기 존

도 로 망

유 지

정 비 내 역대 표 유 형

A

B

C

D

E

F

G

H

I

<그림 2-16> 뉴타운 사업지 도로정비사업 정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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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호 뉴타운 C. 교남 뉴타운

D/F. 농 뉴타운 E. 한남 뉴타운

지구별 사업 후의 도로망체계의 변화를 지역내 기본 도로망 형태가 바  ‘새로

운 도로망 구축’, 기존 도로망을 활용하여 폭원/연장 확장, 부분노선 조정 등의 행태

를 보이는 ‘기존 도로망 유지’ 의 2가지 경우로 살펴보면 사업 후 도로망체계가 새

롭게 구축된 곳(신 도로망 구축지역)이 3군데, 기존 도로망을 유지한 곳(기존도로망 

유지지역)이 9군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주도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뉴타

운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로체계에 한 근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도로

체계의 확폭 수 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4> 뉴타운 사업 도로정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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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가좌 뉴타운 H. 아  뉴타운

2. 민간주도 도로정비사업

2003년 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통합․ 리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

도록 규정되어 에 비해서는 공공 개입의 계획성이 강해졌지만 여 히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공공보다는 민간 사업자 부담으로 도로정비가 추진되고 있

는 실정이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로 시외곽부 유휴토지에 공공기 이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으로 진행되는 반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민간주도로 개별사업 단

로 진행되어 계획 이고 체계 인 정비에 한계를 보인다. 표 인 공공기반시설

인 도로의 경우 주택건설기  제24조에 사업규모에 따른 도로정비기 이 제시되어 

있고, 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사업 지침에 지역특성을 반 한 교통계획, 가로망계획

수립에 한 기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개별사업 단  용에 따른 한계성으로 생

활권 단  체의 도로체계 정비 과는 거리가 있다. 그리고 이들 재개발․재건

축 사업의 경우 기존 도로체계가 열악한 곳에서 과 개발을 허용하고 간선도로와 

연결진입로 확보가 사업자가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진출입로 치  개설구간

이 부 한 경우가 부분이다. 이러한 상은 사업규모와 무 하게 동일한 패턴

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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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732세대) Level 2  (2282세대)

Level 3  (5150세대)

개 설

역주변
도로확장

<그림 2-17> 세 규모와 무 한 도로정비 행태

왕십리의 732세 의 호아 트 단지와 신당동 약수역 근처 2282세 의 동아아

트 단지, 신당동 버티고개역 근처 5150세 의 SK동아남산타운 모두 세 규모

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  간선도로나 역사로 하는 단거리의 진출입로를 개설하

는 정비형태에 국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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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서울시 주택시가지 도로정비상의 문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에서 주로 수행되는 민간주도의 집산도로정비 

사업은 앞서 살펴본 고층․고 화 추세와 진입도로 구축 주의 편 한 도로정비실

태가 겹쳐 여러 가지 부작용이 표면화되어 체 도로체계가 무 지는 상이 곳곳

에서 나타나고 있다. 

1. 생활권 차원에서의 도로망체계 구축 미비

<그림 2-18> 생활권 차원에서의 도로망체계 구축 미비

주변 간선 혹은 보조간선도로로부터 개별 단지별로의 짧은 진출입로가 개설․정

비되어 체 동일 생활권 차원에서 지역간 소통원활을 한 연계도로망체계 구축이 

미비한 상이 확인된다.

2. 기존 지구내 도로망체계의 와해

택지구획정리사업시 격자형으로 정비된 기존도로체계는 일방통행 등 교통규제 

용을 통해 지구도로로써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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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구간

일방통행 구간 ( 신당동)

<그림 2-19> 기존 지구내 도로망체계의 와해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체 도로체계가 무 지는 상이 곳곳에

서 나타나고 있다.

3. 폭원 집산도로의 양산

대림아파트대림아파트

영아아파트영아아파트

대림아파트대림아파트

삼성레미안삼성레미안

롯데낙천대아파트롯데낙천대아파트

광폭원집산도로구간

<그림 2-20> 폭원 집산도로의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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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재개발 사업시 도로정비 유형은 단지별 진출입로 개설  정비가 부분

이다 보니 주변 간선도로에서 상되는 교통부하에 한 근본 인 문제 해결이 이

루어지기 보다는 개설․정비된 진출입로가 필요이상의 폭원의 집산도로로 정비되

는 경우도 종종 발생된다.

4. 진출입 치의 부 로 인한 교통소통장애  교통사고 험

인  간선도로상에 고가가 설치․운 되거나 그 외에도 기존 주변도로 환경여건

에 한 고려 없이 단지 진출입 치가 무리하게 혹은 부 하게 설치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고가인접 도로구간 (정 릉 길)

<그림 2-21> 진출입 치의 부 로 인한 교통소통장애  교통사고 험

이것은 단지 진입 차량으로 하여  불법 유턴을 유도하거나 기존 간선도로상 소

통교통과 상충되어 소통장애 혹은 교통사고를 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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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 한 교차로 양산

<그림 2-22> 부 한 교차로 양산

폭원 30m 이상의 간선도로상에 단지 진출입 용도의 폭원 10m 수 의 집산도로

가 직  붙어 형성되는 장방형의 교차로는 기존 도로 설치기 상에 제시된 규정과

는 상이한 불합리한 회 반경이 래되어 안 문제가 받는 사례도 있고, 외곽 

간선도로망에 연 하여 형성된 재개발 단지 조성으로 인해 교차로 간격이 단축되어 

원활한 소통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6. 간선도로상 교통부하 집 으로 인한 기능와해

이미 혼잡한 간선도로 구간에 재개발․재건축 진출입로까지 연결되고 이를 이용

해서 서울시 권역별 교통수요가 특정 간선도로에 집 함으로써 간선도로 교통정체

를 가 시킨다. 



44

사당로

상도터널
도 심도 심

강 남강 남

영등포영등포
현충로

관
악

로

<그림 2-23> 단일 간선도로 교통부하 집 으로 인한 기능와해( 악로 주변)

이는 외곽간선도로와의 내부연결 집산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못함으로 인해 권역

별 이동교통수요가 단일 간선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이다. 



제1   분석 상 주택사업지구의 선정

제2   도로망체계 정비수  평가

제3   교통체계  서비스수  평가

제4   평가결과 종합

제Ⅲ장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의 도로정비 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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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Ⅲ장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의 도로정비

수 평가 

제1  분석 상 주택사업지구의 선정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4가지 유형의 주택 시가지 정비사업  지 도 진행

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뉴타운 사업 3가지 유형에 하여 샘 지

를 선정하여 도로체계 정비수 을 평가해보았다. 평가는 도로정비수 이 열악한 재

개발․재건축 샘 지구를 심으로 하고, 택지개발 샘 지구와 뉴타운 샘 지구는 

비교의 에서 함께 검토하 다. 

서울시 주거지역에서의 도로교통 이용패턴은 부분 지역의 간선도로 는 보조

간선도로에 의해 향을 받고, 결국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가 지역도로교통 권역

설정에 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서울시내 주거지역을 간선도로와 간

선도로가 만나 형성되는 Area를 권역, 권역내에서 보조간선망에 의해 분할 형

성되는 Area를 소권역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생활권역을 구분해 보았다. 

간선 도로 보조간선 도로

간선도로 경계 권역(중권역) 보조간선도로 경계 권역(소권역)

1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그림 3-1> 생활권역 구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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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생활권역 구분 제조건

제조건

∙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권역(mesh)을 기본 인 생활권역으로 가정

∙ 간선도로 네트워크간 교차(Cross)로 형성되는 권역 → 권역

∙ 권역내에서 보조간선 네트워크간 교차(Cross)로 형성되는 권역 → 소권역

∙ 체 상권역을 도심(1:4 문안), 부도심(5:청량리, 왕십리, 용산, 등포, 동)을 제외

한 서울시내 권역으로 한정(이때, 동 부도심을 포함한 강남구권 체를 제외함)

<그림 3-2>는 이상의 방법에 의해 서울시  권역에 해 간선도로와 보조간

선도로로 구성된 권역(mesh) 황을 나타낸 것이다. 간선도로와 간선도로로 형성되

는 권역은 약 67개소이고, 보조간선도로까지 확장하면 약 344개소의 소권역이 설

정된다. 이  평가 상 샘 지구는 소권역을 기 으로 하며 주거지역 성격이 비교

 약하고 상업  업무 비 이 높은 도심과 부도심, 강남지구를 제외한 소권역  

지형조건, 도로망체계를 고려한 도로교통 이용패턴을 고려해서 통합시켜 67개를 1

차 선정하 다.

 (용어정립)

∘재개발․재건축 샘 지구 :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선정된 22개지구

∘택지개발 샘 지구 : 기존 택지개발사업지구  22개지구

∘뉴타운 샘 지구 : 기존 뉴타운 사업지구  15개지구

 

서울시내 생활권역 구성 황

서울시내 

생활권역
개소 면 (㎢)

권역
약

67개소
5.0 ~ 16.0

소권역
약 

344개소
0.3 ~ 5.0

<그림 3-2> 평가 상지구(이하 재개발․재건축지구)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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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개발․재건축사업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내에 재개발․재건축 세

수가 1000세  이상인 지구를 2차 상지구로 선정한 후 이용도로체계를 심으로 

샘 지구를 최종 선정하 다. 뉴타운 사업지구는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으로 확정한 

사업지구를 분석 상으로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22개, 택지개발사업지구 22개, 뉴타운 사업지구 15개를 최종 분석 상지구로 고려하

다. <표 3-2>는 최종 분석 상 샘 지구 선정 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3-2> 재개발․재건축지구 선정 차

1차선정 2차선정 3차선정

(기 )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로 

둘러싸인 권역 도출

(기 )

권역  재개발․재건축 

집약지역 도출

(기 )

동일 교통 향권역별  

분할도출

67개소 19개소 22개소

<표 3-3>과 <그림 3-3>, <그림 3-4>는 선정된 22개의 재개발․재건축 샘 지

구 치 황과 샘 지구별 단지도로망 개념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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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재개발․재건축 샘 지구 황

샘 No. 행정구 행정동 집약세 수 샘 No. 행정구 행정동 집약세 수

1 성북구 돈암동 5638 12 구 신당제4동 2837

2 성북구 정릉제2동 1987 13 구 신당제3동 6740

3 성북구 정릉제2동 2851 14 마포구 신수동 / 신정동 2780

4 성북구 돈암동 / 종암동 6790 15 마포구 용강동 / 도화동 4190

5 동 문구 답십리제2동 6077 16 마포구 도화동 / 도원동 8630

6 동 문구 답십리제4동 3656 17 동작구
신길제6동

신 방동
7266

7 성동구 하왕삽리동 2858 18 동작구 상도제2동 7283

8 성동구 행당동 6463 19 동작구 상도제5동 2631

9 성동구 옥수제2동 2827 20 악구 천제2/5동 14344

10 성동구 응 동 / 호동 9622 21 악구 천제3/6동 10414

11 구 신당제3동 2282 22 동작구 사당제2/3동 10906

<그림 3-3> 재개발․재건축 샘 지구 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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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아파트 단지경계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그림 3-4> 재개발․재건축 샘 지구별 단지도로망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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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와 <표 3-5>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도로체계 비교평가를 해 선정

한 택지개발 샘 지구와 뉴타운 샘 지구이다.

<표 3-4> 택지개발 샘 지구 황

지구 No. 지구명 샘 지구명 면 (천㎡) 건립호(호) 시행주체

1 문정지구 문정지구 423 4494 주택공사

2

고덕지구

고덕지구-1

3148 19200 토지공사
3 고덕지구-2

4 고덕지구-3

5 고덕지구-4

6
창동지구

창동지구-1
497 6500 주택공사

7 창동지구-2

8 공릉1지구 공릉1지구 175 3420 서울특별시

9 월계2지구 월계2지구 246 4840 서울특별시

10 등 지구 등 지구 762 12309 주택공사

11 방화지구 방화지구 640 8101 서울특별시

12
가양지구

가양지구-1
977 16462 서울특별시

13 가양지구-2

14
신내지구

신내지구-1
1032 12047 서울특별시

15 신내지구-2

16

수서지구

수서지구-1

1335 16353 서울특별시17 수서지구-2

18 수서지구-3

19

개포3지구

게포3지구-1

6494 22376 서울특별시20 개포지구-2

21 개포지구-3

22 개포2지구 개포2지구 350 4980 주택공사



53

<표 3-5> 뉴타운 샘 지구 황

지구

No.

지구명

(2차뉴타운)

면 세 수

㎡ 평 후

1 교남뉴타운 200780 6만735평 2135 2342

2 한남뉴타운 1095800 33만5천평 16429 15900

3 농답십리뉴타운 903967 27만3천평 13856 13900

4 미아뉴타운 606056 18만8천평 11393 11444

5 가좌뉴타운 1073000 32만7천평 21662 20600

6 아 뉴타운 1088000 32만9120평 18433 18535

7 천호뉴타운 412000 12만5천평 6401 6400

8 신정뉴타운 700700 21만2천평 14190 13030

9 방화뉴타운 490240 14만8천평 7069 7530

10 노량진뉴타운 762160 23만1천평 12160 12500

11 등포뉴타운 226005.5 6만8366평 214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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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도로망체계 정비수  평가

1. 도로정비유형 정립

재개발․재건축, 택지개발, 뉴타운 사업을 토 로 한 샘 지구 59개 사업지구의 

도로망 패턴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 <그림 3-5>와 같이 크게 5가지로 유형

화할 수 있다. 

I. 외곽간선도로 

분산형

A. 내부격자분산형   

 

B. 내부순환분산형

C. 단독직결형

 

II. 외곽간선도로 

집 형

A. 집산연결형

B. 단독직결형

<그림 3-5> 도로망 표유형(5가지)

도로망 표유형  외곽간선도로 분산형(I)은 지구내도로가 동서남북 방향별로 

간선도로의 지원을 받는 패턴이고, 외곽간선도로 집 형은 지구내도로 부분이 하

나의 간선도로에 의존하는 패턴이다. 따라서 유형을 용하여 재개발․재건축 샘

지구를 상으로 평가해보면 외곽간선도로 분산형(I)이 외곽간선도로 집 형(II) 보

다 도로망체계에서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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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망체계 평가

도로망 유형별로 택지개발 샘 지구, 재개발․재건축 샘 지구, 뉴타운 샘 지구

에 해 유형을 악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표 3-6> 사업유형별 도로망 유형분포

유형기호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뉴타운사업지구 총    

I

I-A 18.2%(4) 40.9%(9) 53.3%(8) 35.6%(21)

I-B 4.5%(1) 9.1%(2) 33.3(5) 13.6%(8)

I-C 4.5%(1) 0.0%(0) 0.0%(0) 1.7%(1)

II

II-A 50.0%(11) 22.7%(5) 6.7%(1) 28.8%(17)

II-B 22.7%(5) 27.3%(6) 6.7%(1) 20.3%(12)

∑ 100.0%(22) 100.0%(22) 100.0%(15) 100.0%(59)

체 샘 지구를 상으로 볼 때, 외곽간선도로 분산형(I) 동일 유형내에서는 내

부격자분산형(A)→내부순환분산형(B)→단독직결형(C)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외곽

간선도로 집 형(II) 내에서는 집산연결형(A)→단독직결형(B) 순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도로망 유형에 한 평가는 도로계획  연계원칙과 도로기능의 분포측면에서 

I-A → II-A → II-B → I-B → I-C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세가지 사업유형 반

에 걸쳐 I-A의 내부격자분산형의 도로정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해 사업 유형별로 샘 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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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사업유형별 도로망 유형분포

<그림 3-6>에서 알 수 있듯이 재개발․재건축 샘 지구의 내부도로체계가 

II-A의 집산연결형이 높게 나타나고 분산형의 I유형이 27.0%, 집결형의 II유형이 

72.7%로 가장 열악한 도로정비 수 임을 보여 다. 그리고 뉴타운 사업은 계획사업

으로써 II-A, II-B와 같은 집결형 보다는 I-A의 내부격자분산형의 도로망을 주된 

정비안으로 채택하고는 있지만 기존의 도로망을 유지한 채 도로정비를 시도한 비율

이 60%로 높게 나타남을 동시에 고려해볼 때 기존도로망을 활용하고도 용이 용

이한 안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진출입도로 단계별 기능체계 평가

도시 체의 도로기능체계는 물론이거니와 주거지역에서의 도로체계도 도로기능

별로 분포와 계(Hierarchy)가 잘 정립되어야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 이 보장된다. 

최근 서울시의 경우 ․고 도 아 트를 심으로 하는 주택 시가지 정비사업이 

주종을 이루면서 개개 주택으로의 근을 한 국지도로의 기능이 폭 축소되고 

단지내 내부도로와 주차장 내부동선으로 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

부도로기능체계를 집산도로 이상의 도로만을 상으로 분석하 다. <표 3-7>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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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상지구별로 내부도로기능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3-7> 내부도로 기능체계

내부도로기능유형 비율(표본수)

이상 인

도로기능체계

외곽간선도로로의 

표 근경로

집산→보조간선→간선

국지→집산→보조간선→간선

집산→보조간선

24.9%(53)

불합리한 

도로기능체계

외곽간선도로로의 불합리한 

근경로

집산→간선

국지→집산→간선

국지→간선

35.7%(76)

외곽간선도로로 근시 

집산도로 부족경우
국지→보조간선→간선 11.3%(24)

일반 으로 지구 진출입동선의 도로기능체계는 집산도로→보조간선도로→간선도

로, 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의 순이 원칙이다. 그러나 도로기능체계 원칙

에 하는 진출입경로는 53건으로 약 24.9%에 불과하고, 나머지 47%가 도로기능체

계 측면에서 불합리한 진출입 경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61건 28.6%가 국지

도로→간선도로, 집산도로→간선도로의 경로인 것으로 나타나 주택 시가화 사업지

구 주변 간선도로가 받는 직 인 교통 Impact를 고려할 때 간선도로상의 근

리(Access Control) 필요성이 두된다. 

4. 외곽 간선/보조간선도로 수  방향별 연결성 평가

서울시는 도시 에서도 산과 구릉지가 많은 지형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주거지역이 이들 산과 구릉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지형  제약으로 인한 도로

정비 수 은 열악한 수 이다. 특히 간선도로계의 정비수 이 열악한데분석 상 주

택시가지  13.6%만이 지구 외곽에 간선도로계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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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개방항은 7개 지구로 31.8%, 2개방향인 8개지구는 36.4%, 1개의 간선도로계에 

의존하는 지구도 4개로 18.2%로 나타났다. 

<표 3-8> 외곽간선도로계 연결성

4개방향 연결 3개방향 연결 2개방향 연결 1개방향 연결

해당 샘 지구수

(총 22개)

13.6%

(3개)

31.8%

(7개)

36.4%

(8개)

18.2%

(4개)

이는 일반 인 도로연계 원칙에 비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표 3-8>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지구내에서 서울시 외부권역으로 이동함에 있어 필요한 방향별 근

성의 열악함으로 이어진다. 즉, 외곽간선도로계의 방향별 연결성의 열악함은 내부동

선체계의 혼잡은 물론 외곽간선도로의 기능장애를 래한다. 

5. 집산도로 정비수  평가

개발  산재되어 있던 국지도로가 단지내도로체계로 체되면서 주택 시가지 정

비사업지구 도로체계에서 집산도로는 매우 요한 상을 갖게된다. 집산도로의 분

포  연장, 정비면 은 지구의 내부교통서비스 수 의 척도가 된다. <그림 3-7>은 

재개발․재건축 샘 지구와 택지개발 샘 지구에서의 집산도로정비 황을 나타낸 

것이다. 

1

1.7 1.7
1.9

0.9

2.1

2.8

3.6

0

1

2

3

4

~3000 3000~6000 6000~9000 9000~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총세 수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km)

택지개발사업

지구(km)

~3000 1 0.9

3000~6000 1.7 2.1

6000~9000 1.7 2.8

9000~ 1.9 3.6

<그림 3-7> 집산도로 정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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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로 집산도로 정비수 을 세 수를 기 으로 살펴보면 세 수 범 별

로 택지개발 샘 지구가 집산도로정비 수 이 높고, 재개발․재건축 샘 지구는 열

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샘 지구만을 상으로 세 수 규모

에 따른 집산도로 정비수 을 분석해 보면 3000～6000세  규모의 사업지에서의 평

균 집산도로연장과 6000～9000세  규모에서의 그것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집산도로 정비수 이 세 수 규모와 무 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택지개발 샘 지구에서는 세 수 규모의 증가와 함께 집산도로 정비연장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는 상지구 

체의 도로망 패턴을 살펴보고자 5가지 유형을 설정하여 용하 다. 여기서는 상

지구내 크고 작은 규모로 산재되어 있는 아 트 단지별로 지역 집산도로 정비 패턴

을 크게 다음 <그림 3-8>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보았다.

A. 순환형 B. 지선형 C. 가지형

21.4% 48.3% 30.3%

<그림 3-8> 단지별 집산도로 표정비유형

지선형이 48.3%로 앞서 지구 체 도로망 유형  II-A(집산연결형)가 높게 나온 

것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개개 단지별로 살펴보아도 집산도로의 정비수

이 낮음을 단 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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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교통체계  서비스수  평가

1. 집산도로 연결 외곽보조간선도로 주행속도 평가

재개발․재건축 샘 지구에서 외곽간선도로계  집산도로와 연결되는 보조간선

도로의 주행속도를 조사 분석하 다. 간선도로의 경우 내부집산도로체계와 연결되

어 주행속도에 향을 받으나 간선도로의 기능을 고려할 때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부터의 진출입 교통류의 향이 지배 이라고 볼 수 있어 보조간선도로에 국한하여 

분석하 다. <표 3-9>는 내부도로망 유형별 평균주행속도를 산출한 것이고, 이때 

사용된 사업 상지구에서 분석 상이 되는 보조간선도로와 구간주행속도 자료는 

<표 3-10>과 같다. 구간 주행속도는 오 시간 (07:30～10:30)를 선정하 으며 첨두

시간 (Peak-Time : 07:30～09:00))와 비첨두시간 (Non-Peak-Time : 09:00～

10:30)시간 에 걸쳐 분석하 다.

<표 3-9> 도로망 유형별 구간평균 주행속도

유형 Peak-Time 유형별평균속도 유형 Non-Peak-Time 유형별평균속도

I-A 24.1

21.0

I-A 21.4

18.8I-B 17.3 I-B 17.5

I-C 21.4 I-C 17.7

II-A 18.5
19.5

II-A 17.3
20.0

II-B 20.6 II-B 22.6

<그림 3-9> 지역지원 외곽보조간선도로 주행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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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10> 재개발․재건축 지구내 주요 보조간선도로의 구간주행속도

표유형 지구유형 지구No 도로명 Peak-Time Non-Peak-Time

I

I-B 16
백범로 22.9  21.2  

원효로 11.9 13.7 

I-C 20 은천길 21.4 17.7 

I-A

5
사가정길 22.7 26.8 

농로 19.8 13.4 

14
흥로 31.2 30.9 

(비어 있음) 34.6 18.9 

15

흥로 18.5 13.6 

(비어 있음) 12.1 14.3 

토정길 33.2 34.7 

18 상도동길 21.0 18.4 

II

II-B

4 정릉길 17.8 16.5 

9 독서당길
21.9 25.8 

10 독서당길

13 다산로 24.2 23.3 

17
신길로 14.2 18.5 

방로 24.7 28.9 

II-A

1

아리랑고개길 22.9 14.0 2

3

6
(비어 있음) 16.3 17.7 

한천로 19.4 22.4 

12
다산로 17.2 16.5 

호동길 17.1 15.4 

21
사당로 18.1 17.8 

22

 자료 : (주)로티스 속도자료, 2005

유형 I 그룹과 유형 II 그룹간의 평균주행속도 차이는 <표 3-10>에서처럼 Peak

시 21.0km/h, 19.5km/h로 그룹 II가 조  나으나 차이가 거의 없고, 비첨두시의 경

우는 반 로 유형 II가 조  더 양호한 것으로 조사되어 체 으로 도로망체계유형

으로 인한 외곽보조간선도로에의 주행속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징

인 것은 비첨두시간 때 주행여건이 좋아지는 것이 일반 이지만 재개발․재건축지

역에서는 비첨두시에도 주행속도가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수요  원인

이 아닌 도로교통 체계  측면에서의 문제가 원천 으로 기인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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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출입 동선체계 평가

<그림 3-10>은 재개발․재건축사업지구를 상으로 도로체계 유형별로 아 트 

단지별 진출입 동선체계를 나타낸 것이다. 5가지 내부도로망 패턴별로 샘 을 선정

하여 분석해본 결과 I-A, I-C형은 진출입 차량의 동선길이가 길어지지만 교통량이 

분산되고, II-A, II-B형은 지구내에서 교통량이 집 되는 구간이 발생하여  외곽간

선도로계에 주는 부담도 큼을 알 수 있다.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아파트 단지경계

진출입 동선

I-A (샘  No.16) II-A (샘  No.10)

I-B (샘  No.20) I-C (샘  No.18) II-B (샘  No.22)

<그림 3-10> 유형별 진출입동선 체계 사례(재개발․재건축 샘 지구 상)

3. 진출입 치 평가

<그림 3-11>은 재개발․재건축 샘 지구를 상으로 분석한 아 트 단지의 진

출입 치와 속도로 기능과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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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7.8

43.2

33.8

0.0

10.0

20.0

30.0

40.0

50.0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그림 3-11> 도로기능별 단지진출입구 설치수

도로교통 측면에서 부 하다고 볼 수 있는 간선도로계와의 직  진출입 치

가 총 213개의 샘   49개소로 체의 23.0%를 차지하고 있다. 간선도로계와 진

출입 치의 직  연결은 내부도로망체계 II-A 유형에서 두드러지는데 II-A 유형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샘 지구  11번지구를 로 제시할 수 있다.

<그림 3-12> 간선도로계 진출입구 설치사례

방로를 사이에 두고 양 사이드에는 약 7266세 의 아 트 단지들이 집해 있

고, 964.57m 연장의 방로상에 4개의 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평균 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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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간선도로상에 약 240m 간격으로 진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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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평가결과 종합

▶ 주택시가지 정비사업에서의 도로정비수 을 평가한 결과, 택지개발사업과 

1980년  수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는 어느 정도 도로체계가 확보된 것으

로 보이나 기존 주택 시가지에서 추진된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뉴타운 사업

은 도로체계 구축에 문제와 한계성을 보 다.

▶ 택지개발사업과 뉴타운 사업의 내부도로망 체계는 외곽간선도로체계와 분산 

연계됨으로서 비교  양호하고 유형도 단순하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규모에 따라 도로정비 방법이 다양하여 기존 주택지 도로체계에 더하여 

내부 도로망체계 역시 다양하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에서의 지구내 도로망 패턴은 지구차원의 도로망 계

획  요소는 없고 부분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심으로 한 진출입과 지구

내 교통정체 완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이 결과 사업 상지구 자체 도로망 

패턴이 양호한 곳이 부분이고 그 외 부분 지구는 지구내 도로망패턴 자

체가 존재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 을 두고 분석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지구도로체계를 염두에 둔 도

로체계 정비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보조간선도로 이상 수 의 도로정비사업은 

무하고 집산도로의 경우도 공공성이 있는 도시계획도로 성격보다는 단지 

진출입을 한 단지내 도로 수 으로 정비되었다.

▶ 기존의 지구내 집산도로체계는 국지도로체계와 한 계를 가지고 정비되

어 있으나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국지도로체계의 변화가 지구내 집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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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에 반 되지 않고 그 로인 경우가 부분이다.

▶ 재개발․재건축 사업 규모별로 집산도로의 정비수 이 차이가 있어야 함에도 

집산도로 정비수 과 재개발․재건축 사업규모와의 계는 거의 없다.

▶ 재개발․재건축 집약에 추가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면서 최근 지구

내 보조간선도로 는 집산도로가 정비/계획되는 사례가 있고 이들 사업은 

추후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 도로망 정비사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1   서울시 주택시가지 고 ․고층 추세와 도로정비

제2   주택시가지 도로체계 재정립 방안

제3   주택시가지 도로망체계 구축방안

제4   주택시가지 도로교통 개선방안

제5   주택시가지 생활계도로 정비사업 구 방안

제Ⅳ장 주택 고 ․고층화에 
응한 주거지역 도로체계  

교통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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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Ⅳ장 
주택 고 ․고층화에 응한 주거지역 

도로체계  교통개선방안

제1  서울시 주택시가지 고 ․고층 추세와 도로정비

재와 같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고 ․고층화 추세를 유도한 결정 인 요인

은 토지이용에 한 공익과 사익의 조 을 한 규정  하나인 ‘용 률’ 규정이라

고 볼 수 있다. 서울시의 주거지역 용 률 변화는 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990년  반 일반 주거지역에서 400%까지 치솟던 용 률은 종세분화 정책에 

따라 3종의 경우 최  250%, 1종의 경우 150%로 규제가 강화되었다.

1976. 4 1976. 5 1990. 6 1990. 11 1993. 4 2000. 7

300

250(강북)

300(강남)

300 300

400(주거용)

300(2종)

400(3종)

200(1종) 150(1종)

200(2종)

250(3종)

<그림 4-1> 용 률 변화추이(일반주거지역 기 )

하지만 실제 재개발․재건축 수행과정에서 용 률은 종세분화 리기 상의 완

화로 인해 기존 용 률보다 상향 용되고 있으며, 뉴타운 사업의 경우 지구 생활

권 체를 상으로 하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제로 종상향과 공공용지 기부채납

시 용 률을 최  240%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 주택 재개발기본계획상



70

에 제시된 공공시설 부지면  확보에 따른 추가 용 률 인센티 (Incentive) 제도를 

보아도 서울시내 용 률 기 이 완화되어 고 ․고층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

로 상된다.

1단계 상향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경관 확보, 지형
순응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층수만 2단계 상향

종종 상향상향 및및 층수층수
1단계 상향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경관 확보, 지형
순응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층수만 2단계 상향

종종 상향상향 및및 층수층수

정비 계획상 당초 계획용적률(170~210%)을 기준
으로 하고 공공용지 기부채납시 상향 조정하되 지
구내 평균 235%이하, 최대240%

용적률용적률
정비 계획상 당초 계획용적률(170~210%)을 기준
으로 하고 공공용지 기부채납시 상향 조정하되 지
구내 평균 235%이하, 최대240%

용적률용적률

<그림 4-2> 뉴타운 개발기본(건축)계획 승인기

<표 4-1> 공공시설부지면  확보에 따른 추가용 인센티 (Incentive) 제도 기

        공공시설면

계획용 률
10% 15% 20%

180% 200% 212% 225%

200% 222% 235% 250%

220% 244% 259% 275%

 자료 : 주택재개발기본계획, 서울시, 1998
  

즉, 서울시 주택시가지 고 ․고층화 추세는 최근 개정이 추진되는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나 신설 정인 도시구조개선특별법 등의 용 률 련 동향을 <그림 4-3>

과 같이 살펴보면 서울시 택지공 가격의 상승요인과 경 ․오 스페이스를 시하

는 새로운 시  흐름에 맞추어 타워형 고층 아 트 건설쪽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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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중 (’05 . 9)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도시계획조례
개정개정 추진중추진중 ((’’05 . 9)05 . 9)

도시계획 조례상
용적률 상향 개정안

시의회 청원 (’05. 10)

도시계획도시계획 조례상조례상
용적률용적률 상향상향 개정안개정안

시의회시의회 청원청원 ((’’05. 10)05. 10)

- 시 개정안 : 제2종 7층이하 평균층수 10층
12층이하 평균층수 15층

- 시의회(도시관리)보류 의견 : 2종 12층 평균 20층

- 제2종 : 200% 250%
- 제3종 : 250% 300%

도시구조개선 특별법도시구조개선도시구조개선 특별법특별법

-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구조개선지구에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례 규정 포함

-서울시 주거지역 최고 500% 가능 (40~60층)
- 2006년 6월부터 강북 뉴타운에 초고층 아파트 건립

<그림 4-3> 용 률 련 최근동향

55층층 저밀도저밀도 1212층층 20~2520~25층층 30~3530~35층층 40~6040~60층층

광역개발특별법광역개발특별법

<그림 4-4> 서울시 아 트 시 별 층고변화

이와같은 주거형태의 고 ․고층화로 인해 도로이용수요 역시 증가하게 마련이

나 도로 정비율은 이에 못미치는 수 이다. 뉴타운 사업지구별 기본계획 내용을 

상으로 공공시설별 확보․정비 실태를 검토해보면 <표 4-2>에서 보여지듯 공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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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교육시설, 공공문화시설, 공원녹지와 같은 시설은 부분 증가하나 도로율이 

증가하는 경우는 9군데  2군데에 불과하다. 

<표 4-2> 공공시설별 사업 후 확보율 비교(뉴타운 사업)

감소 증가

도로율 7개소 2개소

공원녹지 1개소 8개소

공공청사

부분 증가교육시설

공공문화시설

 

한 60,735평으로 가장 은 규모의 교남지구에서 335,000평으로 최 규모의 한

남지구에 이르기까지 사업 상 규모 비 확보․정비되는 도로율도 일 성 없이 불

규칙한 수 이다.  

<그림 4-5> 사업 후 도로율 확보의 불규칙(뉴타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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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 시가지의 고 ․고층화 추세와 맞물린 도로정비실태는 <그림 4-6>

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주거형태의
고밀화/고층화

최소한의 진입도로 + 단지내도로

공공기반시설 확충

국지도로 기능쇠퇴
사업지구내

여유도로부지 발생

지구도로정비방법론 부재지구도로정비방법론지구도로정비방법론 부재부재

추가 용적률

공공성 도로선정기준 미비공공성공공성 도로선정기준도로선정기준 미비미비

<그림 4-6> 주택시가지 고 ․고층화 과정에서의 도로정비실태

주거 형태가 고 ․고층화 됨에 따라 사업지구내에 발생하는 여유부지는 추가 

용 률 인센티  혜택을 해 도로 외에 공원, 주차장등의 타 공공기반시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국지도로의 기능은  쇠퇴하여 도로 련 정비는 재 지

구도로정비 방법론이 구축되지 않고, 공공성 있는 도로선정기 도 미비한 계로 

단순히 최소한의 진입도로를 구축하거나 단지내도로를 정비하는 수 에 그치고 있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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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주택시가지 도로체계 재정립 방안

우리나라에서 도로정비와 련되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설  지침, 건설교통부, 2000. 3』이다. 과거부터 ‘도로의 구

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설  지침’에 해 지역간 도로 심으로 도로정비방

법이 주로 기술되어 도시부 지역의 도로정비에 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 을 많

이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설  지

침’ 에서는 도로의 기능면에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외에 

도시고속도로를 별도로 다루는 분류체계를 갖고 있으며 도시부 도로에 한 정비기

과 지침이 많이 보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지침 상에는 도시지역 집산도로의 기능별 구분지침과 개략  시설 기 을 다

음 <표 4-3>, <표 4-4>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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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별 특성

구분 특성

도시

고속도로

- 자동차 교통을 고속, 안 , 쾌 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하여 도시의 평면

 가로망을 보강하여 장거리교통을 짧은 시간에 많은 용량을 처리

- 도심과 부도심  량 교통 유발시설 상호 간을 연결

- 불필요한 도심의 통과교통을 우회처리하여 핵화되는 도시 기능유지 증

진

- 자동차 용도로로서 출입제한의 기능을 갖추면서 량의 교통을 신속하게 

수송하기 해 높은 설계기 을 특징으로 함

- 4차로 이상의 도로로 건설되며, 설계속도가 100～80km/h, 배차간격은 3～

6km 정도임

주간선도로

- 도시지역 도로망의 주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도로

- 도시내의 주요경제, 사회, 문화, 유통, 업무시설 지 을 연계하며 다량의 교

통량과 통행길이가 비교  긴 통행을 흡수하며 도시내 역수송기능을 담당

- 지역간 간선도로의 도시내 통과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간선도로의 연속성이 

지방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단 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갖음

- 설계속도 80～60km/h, 평균주행거리는 보통 3.0km이상이며 배차간격은 1.

5～3.0km

보조

간선도로

- 도시내 주 구와 주 간선간, 주간선과 주 간선간 는 주 구간을 연결하는 도

로로서 도시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

- 보통 주 구의 경계를 이루고 도시내 주요교통 유발시설 간을 연결하며 평균 

주행거리는 1～3km, 설계속도 60～50km/h 정도임

- 도시 주변의 다른 지방과 연결되는 도로  주 간선도로 이외의 도로, 계

획인구 2만명 이하의 읍  도시에서 다른지방과 연결되는 도로도 이에 속함

- 근린주구는 아동의 일상생활권 는 보행생활권으로서 등학교 1개소가 들

어가는 정도의 규모로 구역인구를 1만명, 인구 도를 100명/ha로 할때, 사방 

1km 정도의 크기가 됨

집산도로

- 주 간선과 보조간선 간 는 보조간선 간의 도로로서 도시교통의 집산기능

을 하는 도로

- 주 구내 간선도로로서의 기능을 담당하여 보조간선도로와 구획도로간 는 

보조간선도로간을 연결하고 주 구내의 주요근린시설과 연결되어 주 구내의 

교통을 집산함

- 상 으로 간선도로에 비해 이동성보다는 근성이 높음

- 주행거리는 500m～1km 정도이고, 설계속도는 50～40km/h 정도임

국지도로

- 주 구내의 주거단 에 직  근되는 도로

- 이동성이 가장 낮고 근성이 가장 높은 도로

- 통과교통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설계  운 되며 버스통행이 고 보행자 

통행이 차량보다는 우선권을 갖음

- 평균 주행거리는 500m 이하이고 설계속도는 40～30km/h 정도임

자료 :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설  지침』, 건설교통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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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도시지역 도로의 기능별 구분지침  개략 시설기

           분류

구분

도시

고속도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주기능
간선도로에 

한 보강

도시내 주요 

지역간 연결

주:지역간 연결

부:교통집산

주:교통집산

부: 지 근
지 근

총도로에 한 

총길이비(%)
5～10 10～15 5～10 60～80

교 통 량(%) 0～40 40～60 5～10 10～30

배치간격(km) 3～6 1.5～3 0.75～1.5 0.75이하 NA

최소교차로간격(km) 1.0 0.5～1.0 0.25～0.5 0.1～0.25 0.03～0.1

설계속도(km/hr) 80～100 60～80 50～60 40～50 30～40

노면주차 불가 불가 원칙  불가 제한 허용

지와의 연결 불허 제한 일부허용 한정 허용

도로폭원별
시설녹지10

m이상확보
35m이상 25m이상 15m이상 8m이상

차 로 수 4차로 이상 6차로 이상 4차로 이상 2차로 이상 1～2차로

앙분리 ○ ○ △ × ×

시설녹지 ○ △ × × ×

평면교차 불가
주요교차로 

입체
허용 허용 허용

보   도 × △ ○ ○ ×

출입제한 완 불완 × × ×

보행자교통처리 입체 입체 △ 평면 평면

측   도 ○ △ × × ×

차 로 폭 3.5 3.25～3.5 3.25～3.5 3.0～3.25 3.0～3.25

 자료 :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설  지침』, 건설교통부, 2000

하지만 자동차가  가구가 1  이상 보유하는 생활의 필수 도구화된 재의 도

시생활에서 생활지역의 심도로 성격을 갖는 집산도로를 상  간선계와 하  국지

도로와의 연계도로 정도로 기능을 부여하고 일률 인 시설 기 을 용하는 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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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가 있다. 외국의 경우 도시 차원의 가로망 계획과 별도로 지구차원의 가로망 

계획을 보다 상세한 에서 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은 일본의 연구 Group이 제안한 생활계 도로의 구성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간선도로계에 둘러싸인 지구안의 도로를 지구내 가로라고 명명하고 도로단

계를 세분화, 유형화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7> 지구내 생활계도로 기능체계 분류

자료 : 지구교통계획(토목학회편), 일본, 1992

국의 경우 1963년도에 출간된 Buchanan 보고서에 도시부 가로망의 단계  구

성론과 이에 따른 집분산 체계를 엿볼 수 있다. 부 은 간선도로계에 둘러싸인 

지역은 거주환경지구(Environmental Area)로 명명하고 통과교통을 억제하면서 도시

내 도로의 기능을 2차원 으로 나 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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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집분산 도로체계(Buchanan 보고서)

이와 같이 집산계도로를 다양하게 유형화하여 가로 기능에 부합된 정비를 한 결

과 우리나라 보다는 집산도로계 정비 지침이 보다 세분화되어 있고 정비 수 과 실

에서도 다른 차원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9>는 독일의 도로지침  집산계도

로계층에 용되는 EAE85에서 구체 으로 제시하는 설계지침으로써 도시공간의 재

창출 사례를 보여 다. 

<그림 4-9> 집산계도로 설계지침(독일 : EAE85)

특히 일본에서는 집산도로 정비사업을 코뮤니티 도로라고 명하면서 ‘Road-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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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특별한 정비사업으로 추진하 는데 <그림 4-10>은 일본에서 최 로 정비된 

오사카시 코뮤니티 도로의 모습이다.

<그림 4-10> 일본의 코뮤니티 도로(오사카시)

이런 에서 ․고층 아 트가 보편화된 주거형태가 되고, 주거지역에서 국지

도로 기능보다는 공동 이용성격의 생활도로로서의 집산도로 기능이 부각되는 시

에서 서울시도 생활계도로인 집산도로 기능을 유형화하고 그 기능을 다양화할 필

요가 있다. <그림 4-11>은 서울시가 주택 시가지에서 도로정비를 활성화시키기 

해 근간이 되는 생활계도로 기능을 제시한 것이다.

국지도로 일반생활도로

집산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현 재 향 후

기간생활도로

기능 Upgrade

기능 Downgrade

국지도로

보조간선도로

간선도로

집산도로

도시계획도로
(서울특별시도)

생활도로
(자치구도)

도시계획도로

<그림 4-11> 서울시 집산도로 재정립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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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로가 단지내 도로화 되고, 집산도로는 산재된 단지와 단지내 심가로를 

연결하는 성격의 일반생활도로와 이들 일반생활도로를 모아서 간선계로 연결시키는 

기간생활도로로 이원화되어야 한다.

궁극 으로는 도로기능과 무 하게 부 도시계획도로로 규정하는 행방법보다

는 도시계획도로는 공공성이 강한 도로에만 국한하고, 공공성보다는 지구내 주민을 

한 생활권차원의 도로기능에 국한할 경우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생활도로’로 하고, 

‘생활도로’의 개념을 극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서울시 도로

서울특별시도
(지정고시)

자치구도
(현재 일부만 지정고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집산도로(생활도로) 체계재정비
이후 지정고시

<그림 4-12> 서울시 집산도로 정비를 한 시와 자치구 역할분담

도로법(1961. 12. 27, 법률 제871호)에 의해 서울특별시 도로는 서울특별시장이 

리․책임을 갖는 서울특별시도와 자치구청장이 리 책임을 갖는 자치구도로 나

뉘어져 있다. 이들의 구분은 도로기능에 의하는데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는 서울

특별시도,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자치구도로 되어있다. 따라서 도시계획도로와 생

활도로 개념으로 서울시 도로기능을 양분화하고 도시계획도로는 시가 책임을 가지

고 정비․ 리하며, 생활도로는 자치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정비․ 리하는 식의 체

계가 극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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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주택시가지 도로망체계 구축방안

주택시가지 도로체계에 해서 2장, 3장에서 알아보았듯이 단 사업을 한 단편

인 지침과 기 이 존재하고, 그 결과 기 조성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의 도로

망 정비 수 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타운 사업과 최근의 ․고층 아

트 건설이 보편화되면서 서울시의 지구도로체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고, 이를 

계기로 주택 시가지 도로망 체계 정립방법을 새롭게 구축하고 체계 으로 추진할 필

요가 제기된다.

주택시가지 지구내 가로망 정비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시 도로망 체

계를 사 에 비된 계획안에 의거하여 정비하는 방법과 지구단 계획 수립 시 지구

단 계획 상지역의 정비방안을 지구 체 도로체계와 연계하여 정비하는 방법이 

있고, 재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의해서도 구축될 수 있다.

지구내가로망 정비 구축방법지구내가로망 정비구축방법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의

도로망체계개선방안

뉴타운사업
지역에서의

도로망체계개선방안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역에서의

도로망체계개선방안

<그림 4-13> 가로망정비 기본방향 제시유형

따라서 본 에서는 지구내 가로망 정비 구축방안을 바탕으로 기존 주택 시가지 

정비사업들 혹은 계획 별로 도로망체계 개선방안을 사례 심으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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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내 가로망의 역할과 정비 기본방향

지구내 가로망은 다음의 역할은 일반 으로 다음의 4가지로 요약된다.

￭ 지구통과 교통을 배제

￭ 지구로부터의 발생 교통을 신속하게 간선도로로 유도

￭ 연도시설에 편리한 근

￭ 주민의 옥외생활의 장(場)으로서 이용되고 거주환경의 향상에 기여

이상의 4가지 항목은 일시에 충족되기는 어렵고 각각 항목의 비 도 다를 수 있

기 때문에 도로망의 구조를 통하여 도로를 하게 조합시켜 배치시킴으로써 안

하고 쾌 한 지구 거주환경을 유도해낼 수 있다. 일반 으로 지구내 도로망을 형성

하는 생활계도로인 집산도로의 선정기 은 기존 도로를 활용하여 정비할 경우 1일 

교통량 500  이상이면 보차분리 형태의 생활계집산도로가, 2,500  이상이면 2차로 

보도설치 생활계집산도로가 바람직하다.

지구내 도로망을 계획함에 있어 지구 인구 도를 고려하여 자동차 발생 집 량

을 측하여 집산도로가 어느정도 간격(Spacing)으로 필요한가를 악할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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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용적, 규모, 위치 등)

발생집중교통량

자동차 이용의
발생집중교통량

기타 교통수단별
발생집중교통량

(이륜차, 지하철, 버스 등)

전체 개발지구 발생집중교통량 예측

<그림 4-14> 지구발생 집  교통량 측 Flow

기성시가지의 경우 부분이 후 비계획 으로 정비된 주택 시가지가 아직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 비계획  시가지의 도로망 구조에도 극 응할 필요

가 있다.

￭ 체 으로 계획성이 결여되어 네트워크 기능이 약하고,

￭ 도로망이 비정형 인 패턴이 많고 도로의 단계구성이 불명확하며,

￭ 도로면  비율이 낮고 집산도로기능보다는 국지도로기능 심으로 되어있음

을 알 수 있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집산도로계 정비수 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지구도

로망 체계에서 축(軸) 개념이 안보여 도로망 구축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

라서 이들 지역에서 도로망체계 구축에 있어 시되어야 할 요소로는

￭ 첫째로, 우선 도로 상호간의 연계성을 최 한 확보해야한다는 과 지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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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체를 상으로 하는 도로망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둘째로, 지구의 특성 악도 매우 요하다. 주택 시가지화의 경 와 향후 

측을 수용한 유연성 있는 계획이 요하며,

￭ 셋째로, 반드시 격자형에 국한하지 않고 도로망의 역할분담 실 을 제로 기

존 도로제원의 특징과 제약을 잘 반 해야 한다.

2. 지구내 도로망 구축방법

1)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의 도로망체계 개선방안

3장에서 유형화한 기존 재개발․재건축 집약지역에서의 도로망체계를 상으로 

지구도로망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의 지구도로망체계 개선방안은 비정형화된 주택 

시가지 도로정비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정비범 를 설정하고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

역의 자연지형과 외곽간선도로계 정비수 을 고려하여 상 으로 양호한 지구 도로

망 체계를 갖추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도로망 체계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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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5>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 도로망체계의 개선(1)

기존 내부도로망 유형 유형 개념도 개선방안

I.

외곽

간선도로

분산형

A.

내부격자

분산형

  

내부도로기능분화
보조간선도로급 정비
(조건 충족시)

네트워크 완성
보조간선도로급 정비
(조건 충족시)

B.

내부순환

분산형

Ring-Road형 집산기능 강화 폭원 12m 이상 확보

외곽간선도로 접속도로 기능강화 폭원 15~20m 이상 확보 

C.

단독직결형
 

집산도로간 연결

집산도로축 위치 조정 
및 통합

순환형 집산도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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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6>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 도로망체계의 개선(2)

기존 내부도로망 유형 유형 개념도 개선방안

II.

외곽

간선도로

집 형

A.

집산연결형

  

외곽간선도로 접속 
     집산도로기능강화
     (폭원 15~20m)

우회집산도로 신설

외곽간선도로 접속 집산도
로 위치 변경

외곽간선도로 기능조정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B.

단독직결형

외곽간선도로 접속
집산도로 신설

우회집산도로 신설

외곽간선도로 기능조정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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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정비유형  외곽간선도로 분산형에서는 외곽간선도로계와의 연계성을 

증진시키면서 지구내 도로의 단계별 기능성 구축에 을 두었고, 외곽간선도로 

집 형 유형은 가  우회 집산도로 확보에 노력하여 외곽간선도로계의 교통 집

완화를 도모하면서 도로제원이 지구내에서 한계가 있을 때는 외곽간선도로계의 

극  정비도 함께 제시하 다.

II-A의 정비 안  ‘외곽간선도로 속 집산도로 기능강화’ 의 정비 안이 수

립․ 용된 사례로는 양녕로를 들 수 있다. 

 

<그림 4-15> 양녕로 국사 터  개통 사례

서울시에서는 악구 남부순환로( 천 화국)에서 동작구 장승배기간을 연결하

는 2,700m 집산도로 성격의 양녕로 상에 320m 구간의 국사  터  사업을 추진․

개통함으로써 약 2094세 의 벽산아 트 단지와 무려 5387세 에 달하는 악드림

타운 등의 재개발 지역에서 상되는 남부순환로, 악로 같은 외곽간선도로로의 

집 교통수요를 다소 분산처리토록 하 다. 이에 외곽간선도로의 정체유발을 방지

하고, 지역주민들의 진출입 역시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 동작구 상도동 숭실 입구역 근처의 삼성래미안 재개발 지역에서는 악로

로 이어지는 단지 진출입구와 단지내 도로 개설 뿐만 아니라 단지내도로가 북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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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석로와 잇는 도로 신설정비 사업(2005년 12월 개통 정)이 체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체 네트워크 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도로정비 사례로제시할 수 

있다.

공사중
(2005.12 예정)

개 설

삼성래미안
1656세대

 

<그림 4-16> 상도동 집산도로 정비사례

삼성래미안 재개발 단지는 1600세 가 넘는 규모로 악로변에 바로 붙는 진출

입을 갖고 있고, 숭실 입구 지하철 7호선 역사도 인 해 있어 <그림 2-23>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재의 간선도로상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 문제가 흑석로와 이

어지는 연계형 집산도로를 정비함으로써 교통량이 분산처리되어 해결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2) 뉴타운 사업등 지구 체를 상으로 하는 시가지 정비사업에서의 도로

망체계 개선방안

3차까지 진행된 뉴타운 사업으로 지구도로망체계 구축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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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2장 뉴타운 사업 황분석에서 제시하 지만 단지면 규

모(세 수)와 계성이 없는 도로연장/면 과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로망체

계가 기존 집산계 도로망을 그 로 승계하면서 확폭되는 문제,  단지내도로와 도

시계획도로의 기능, 성격 모호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표 4-7> 기존 뉴타운 사업 련 지침

구   분 내  용

4-3.

교통  

동선처

리

계획

∘ 도시기본계획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역교통  지역교통에 한 교통체계를 

구상하고, 재의 토지이용 황과 사업시행후의 교통량을 면 히 분석하여 계획

수립

∘ 사업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 등 향후 토지이용계획에 부합되고, 주변지역의 교

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간선 교통체계와 연계된 가로망 계획 수립

∘ 사업 상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에 하여는 도시내 교통 황을 분석하고, 도시내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제시

∘ 사업시행 후의 개발 도 등을 감안한 교통 향을 악하여 도시기본계획  도

시 리계획상의 도로/교통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 토지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교통 유발요인 최소화 고려

∘ 지구와 역교통망은 충분히 연계되도록 하되, 지구내부는 통과교통로로 활용되

지 않도록 계획

∘ 주차장은 가  지하화, 그룹화하여 지상은 보행공간 주로 구성

뉴타운 사업은 최근 앙정부 차원에서도 심을 갖고 타 도시로의 를 모색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도시구조개선에 한 특별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특별법에서는 기존 뉴타운 사업에서 한계로 지 되어 온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한 지원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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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8>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개요(안)

구 분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개요

1. 특별법제정의 

배경  필요성

 ㅇ 속한 도시화에 따라 새로 개발된 도시의 신시가지는 도로․공원․

학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계획 으로 조성하여 교통․주

거․교육여건 등 생활환경이 양호한 반면, 기존의 구시가지는 상

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ㅇ 재 주로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개발 등 각

종 정비사업은 개별 인 소규모 구역단 로 시행되어 도시기반시설 

등을 계획 으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근본 인 생활환경의 개선

에 한계가 있음.

 ㅇ 따라서, 도시구조개선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낙후된 기존의 구시가지

의 재개발 등 각종 정비사업을 좀 더 역 으로 계획하여 효율 으

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도시기반 시설을 획기 으로 

개선함으로써 기존 도시에 한 주택공 확  효과와 함께도시의 균

형발 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등

 ㅇ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

택기 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시장․군수․구청장이 기반시설을 사 설치후 개별사업 시행자로

부터 비용 징수 가능

 ※ 주택기  등으로 구청장 등을 행한 총 리사업자가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우선설치하여 지구내 사업 진을 기

 ㅇ 문화시설․복지시설 등 생활권시설 확보를 해 일단의 구역을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복합시설로 민자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

자료 :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 발의 보도자료, 윤호 , 2005. 10

따라서 향후 시가지 정비사업은 뉴타운 사업의 시행결과가 나오는 시 부터 생

활권 체를 상으로 하는 개념이 보편화될 것이고, 이 경우 지구도로망 정비 역시 

생활권 체를 상으로 하는 체계 인 지구생활계 집산도로정비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 지구내 도로정비에 한 지침과 설계기 을 정립하여 신규사업부

터 용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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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간선도로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구도로체계 정립

외곽간선도로계를 중심으로 하는
지구도로체계 정립

지구 외부도로체계 검토 및 해당지구
계획요소 유무진단

지구 외부도로체계 검토 및 해당지구
계획요소 유무진단

보조간선도로정비가 필요한가보조간선도로정비가 필요한가

보조간선도로정비 방안도출

신설 기존도로 확장

지구도로망차원의
집산도로정비 필요성

지구도로망차원의
집산도로정비 필요성

지구도로망체계 집산도로정비방안도출

신설 확장연장연결

국지도로의 집산도로정비국지도로의 집산도로정비 기존집산도로 확폭, 확장연결기존집산도로 확폭, 확장연결

Yes

No

Yes

No

 

 

<그림 4-17> 신규 사업지구에서의 지구도로체계 정립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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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 뉴타운 -                        - 아  뉴타운 -

<그림 4-18> 뉴타운 도로망체계 개선사례

1차 시범사업으로 진행 에 있는 3,495,248㎡(1,057천평)의 최 규모를 보이는 

은평 뉴타운의 경우 도로정비부문에 있어 생활가로, 내부간선도로, 외곽간선도로의 

계를 갖고 도시계획도로로 편입시켜 정비함으로써 비교  체계 인 도로정비 안을 

채택하고 있다.  2차 아 뉴타운에서도 순환형 지구도로망체계 정비안을 채택․

용하고 있다.

3) 지구단 계획 수립지역에서의 도로망체계 개선방안

재의 지구단 계획시에는 고층․고 화를 한 용 률 제고에 따라 기존 교통

체계는 무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종  도시계획 집생시 심의과정에서는 도로체계

의 조정이 가능하 으나 재의 지구단  계획의 시행 습과 제도하에서는 상 으

로 기존도로  교통 향평가에서 교통체계를 소홀히 취 하는 경향이 있고, 주로 

개발주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 추진 인 규모의 재개발 

지역을 심으로 효과 인 인 도로체계 정비를 해 통합 인 지구단 계획을 설

계․계획하는 로젝트의 수행도 바람직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 재개발 정책사업

으로 고 도의 공동주택이 집해 교통부담이 가 됨에도 불구하고 차로의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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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체성이 심각하고, 보차혼용의 진입도로상의 교통사고 

험도가 높은 등의 문제 을 안고있는 호동4가 일 을 심으로 재 추진 인 ‘도

시 재건축시의 지구생활(근린)도로의 회생과 “지구단 ” 설계․계획(Urban Design 

Plan) - 호동4가 교통환경 체계 개선안 - ' 로젝트가 그 이다. 본 사업은 서

울시나 자치구가 산상에 한계가 있어 실질 인 추진이 어려운 을 감안하여 민간

투자(Build Transfer Lease) 방식의 지구 신 단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신 인 교

통체계개선을 추구하는데 의의를 둔다. 호동4가의 경우 호역길이나 독서당길의 

간선도로 기능을 찾아주고 호역에서 호삼거리 방향으로 약 165m 지 과 약 

303m 지 에서 폭원 8m의 간선도로를 개설해 으로써 지구단 의 성격이 명확해

질 수가 있다. 

도로예정선도로예정선 : : 
기존기존 88mm도로도로
→→ 확장확장 2020mm도로도로

아파트아파트 출입구출입구

도로예정선도로예정선 : : 
기존기존 88mm도로도로
→→ 확장확장 2020mm도로도로

아파트아파트 출입구출입구

<그림 4-19> 민자투자방식의 지구단 계획을 통한 도로망체계 개선 계획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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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주택시가지 도로교통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주택시가지내 교통개선방안은 과거 비용으로 단

기간내 시행효과를 보는 교통체계개선사업(T.S.M, 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과는 달리 일정부분 도로의 토목공사가 수반되어야 하는 유형 주로 

구성․제시해 보았다. 

도로교통개선방안

외곽 간선도로계외곽 간선도로계

내부도로계내부도로계

교차로 구조개선교차로 구조개선

접근관리(Access-Control)접근관리(Access-Control)

일방통행 확대적용일방통행 확대적용

집산도로설계 개념도입집산도로설계 개념도입

<그림 4-20> 도로교통 개선방안 유형

도로교통개선 상도로를 외곽간선도로계와 내부도로계로 구분지어 외곽간선도

로계의 경우에는 소통에 있어 주된 향을 미치는 결 (Node) 정비에 을 두

어 교차로 구조개선과 진출입부에서의 근 리(Access-Control)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내부도로계의 경우에는 일방통행제의 확 용과 집산도로와 국지도로의 설

계개념을 극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 외곽간선도로계 도로교통 개선방안 

1) 교차로 구조개선

주택시가지 외곽간선도로계를 구성하는 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차로수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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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를 살펴보면 <그림 4-21>과 같다.

4차로

13%

6차로

43%

8차로

33%

10차로

이상

11%

 4차로

46%

6차로

38%

4차로미만

12%

8차로

3%

8차로

이상

1%

              - 간선도로 -                          - 보조간선도로 -

<그림 4-21> 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 차로수별 구성 황

간선도로의 경우 편도3차로가 43%, 보조간선도로의 경우는 편도2차로가 46%로 

가장 높게 집계된다. 반면에 지구내도로인 집산도로와 국지도로는 폭원구성이 맹 

다양하며 10m 미만의 소로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은 3장에서 분석

되었듯이 외곽 간선도로계 진출입 도로기능의 단계구성에서 나타난 ‘집산도로→간

선도로’, ‘국지도로→간서도로’, ‘국지도로→보조간선도로’ 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생성되는 교차로는 <그림 4-22>와 같은 구조를 갖게되고 교통운 과 

교통안 면에서 많은 문제를 갖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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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비정형 교차로에서의 발생가능 문제

이러한 유형의 교차로 구조개선을 해서는 교차로 구조개선과 교통신호운  양

측면에서 일반성을 갖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교차로 구조개선에서의 포인트를 교차

로 형태를 가능한한 <그림 4-23>과 같이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

설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면교차로 설계기 에 맞추어 정형화시키면서 외

곽간선도로계 소통에 지장을 래하지 않기 하여 교통신호운  효율성 측면을 고

려한다. , 지구도로 유출차로수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좌회  유출용량을 증가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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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평면교차 세부설계기법

 자료 :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설  지침」, 건설교통부, 2000

4지 교차로와 3지 교차로별로 정비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기존 -                               - 개선안 -

<그림 4-24> 4지 교차로 정비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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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                               - 개선안 -

<그림 4-25> 3지 교차로 정비 개선안

집산도로로 근하는 차량과 간선도로의 직진차량 간의 상충을 완화시켜 으로

써 직진 소통원활과 사고안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간선도로내 교차로 설치 기 은 국의 도시부에서 사용하는 최소지침이 

그 로 용되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표 4-9> 도시부 도로에서의 교차로간 최소간격 지침

도로유형 교차로간의 최소간격

주요간선도로(Primary Distributor, Urban Motorway) 1800ft. (550m)

간선도로(Primary Distributor, All Purpose) 900ft. (275m)

보조간선도로(District Distributor) 700ft. (210m)

집산  국지도로 등(Local Distributor or Access Road) 300ft. (90m)

 자료 : 「도로의 구조․시설 기 에 한 규칙 해설  지침」, 건설교통부, 2000

실제로는 이러한 참고규정과 달리 잦은 진출입로 연결이 허용되어 이 , 삼 의 

교차로가 집되는 상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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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                             - 개선안 -

<그림 4-26> 이  교차로 정비 개선안

이것은 교차로가 신호에 의해 보호 운 되는  실정 속에서 교통소통의 해요

인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최소간격규정 이하의 교차로가 설치된 경우 

인  교차로간의 회 교통 수요가 더 높게 나타나는 교차로 지 에 집산도로로 

근할 수 있는 좌회  차로 2개와 우회  용 유출차로를 설치하여 인  교차로의 

집산도로 근 교통수요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2) 근 리(Access-Control)

<그림 4-27>은 주택시가지 정비가 활발하게 진행된 독서당길의 지구도로와의 

진출입 교차시설 황을 나타낸 것이다. 교차하는 지구도로계의 기능을 살펴보면 

평균 교차로 간격은 194m이고 집산도로가 6개소, 국지도로(단지도로 포함) 9개소로 

‘국지도로→독서당길’의 진출입 형태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7> 진출입 교차시설 황사례( 호동 독서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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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신호운  실태를 살펴보면 부분이 용 좌회 에 의해 진출입을 하고 

있어 외곽 간선도로인 독서당길 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시가지 도로체계 정비를 통하여 지구내 교통은 가  지구내 집산도로를 

통하여 진출입이 되도록 유도하고, 그 외의 지구도로와 외곽 간선도로와의 속지

에 해서는 엄격한 근 리(Access-Control)를 용하여야 한다.

<그림 4-28>, <그림 4-29>는 근 리를 해 기존의 교차로 구조와 교통신호 

운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기존 -                             - 개선안 -

<그림 4-28> A안 : 비보호 좌회  운

 

               - 기존 -                               - 개선안 -

<그림 4-29> B안 : 좌회  지



101

이것은 집산도로로 근하는 차량에 해 비보호 좌회 을 운 함으로써 신호 

시수를 감소할 수 있어 간선도로의 소통을 원활하게 유지하고, 우회  용 유출

차로를 설치함으로써 직진 교통류와의 상충 감소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2. 내부도로계 도로교통 개선방안 

내부도로의 도로교통 개선방안으로는 서울시에서 1990년  반 추진하 던 지

구교통개선사업이 좋은 개선사례로 용될 수 있다. 지구교통개선사업은 1993년 ‘자

치구 교통개선 5개년 계획’에서 강남구 학동지구와 서 구 진로유통지구 등의 상

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 고, 이후 1995년 ‘지구도로 설계․운  지침에 한 연

구’에서 구체 인 설계지침이 제시되었다.

서울시가 추진한 지구교통개선사업의 경우 지구 내부도로계 정비방향과 방법은 

유사할 수 있으나 당시 지구교통개선사업이 추진된 사업지구의 경우 본 연구  상

의 주택시가지 차원의 지구와 비교할 때 면 규모면에서는 작은 편이지만 <그림 

4-30>과 같은 지구교통개선사업내의 가로환경계획 근방법을 그 로 용 가능할 

것이다. 

나아가 지구도로망체계를 정립한다는 차원에서의 내부도로 정비는 별도로 추진

되어야 하며 내부도로망 확충에 있어 일방통행제 도입을 제로한 내부도로망 확충

과 내부도로의 기능별 차이에 따른 도로설계기 의 차등 용이 극 반 되어야 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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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건 분 석

현 황 조 사

토지
이용
현황

도시
계획
현황

교통 및
가로

시설물
현황

기반
시설
현황

문제점 및 과제 도출

• 가로환경 정비방향 설정
• 가로환경 정비구상 책정
• 가로환경 정비방안 설정

교통환경 가로환경 건축환경 지구환경

설계지침작성

사업추진계획

• 정비추진전략방안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 개략사업비 추정
• 재원조달방안

구체적
계획대상
범위결정

• 도시여건분석
• 도시발전전망

도시계획적 접근

• 도시공간체계
• 토지이용구조
• 교통계획체계
• 도시환경정비

국내외 사례조사

도시구조적 측면 검토 구체적인 계획과정설정

<그림 4-30> 가로환경계획의 근방법 사례

자료 : 『가로환경계획매뉴얼』, 도시교통환경연구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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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주택시가지 생활계도로 정비사업 구 방안

1. “(가칭)생활지구 종합교통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서울시를 본 연구에서 정의하고 있는 동일 교통 향권을 기 으로 생활권역을 

구분하는 방법은 앞서 제시한 <그림 3-1>과 같고, 이때 서울시  권역을 상으로 

용해 본 결과는 <그림 3-2>와 같이 간선도로와 간선도로가 만나는 권역이 약 

67개소, 권역내에서 보조간선망에 의해 분할 형성되는 소권역이 약 344개소 정도

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유형별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규모에 추가계획이 고시되어 ‘(가칭)

생활지구 종합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용 가능한 장래 상지구는 다음 <표 

4-10>과 같다.

<표 4-10> 사업 유형별 상지구 황

사업유형
기존

장래계획
총 사업량 완료 진행

주택 재건축 1523개소 880개소 361개소

주택 재개발 348개소 232개소 57개소 299개소

뉴타운 사업
1차 : 3개소

2차 : 12개소
- 15개소 3차 : 10개소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공공기  주도하에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도

록 규정은 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  여 히 도로망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미흡한 

재개발․재건축 지구를 상으로 하는 “(가칭)생활지구 종합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선행 으로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재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지구도로망 차원

의 도로계획은 무하고 일부 재건축 사업지역을 상으로 진입로 성격의 도로계획 

방안이 『기성시가지내 정비사업의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 -주택재개발사업을 

심으로-, 시정연 2003-R-02』에 제시되고 있는 수 이다.

‘(가칭)생활지구 종합교통정비 기본계획’은 그동안 서울시가 간선도로의 소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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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한 기존 교통개선사업에서 탈피하고 생활권에서의 교통문제 해결방안을 체계

으로 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가칭)생활지구 종합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포함

하는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11> (가칭)생활지구 종합교통정비 기본계획상의 주요 개선내용

개선분야 주요사업내용

지구도로망체계 정비 집산도로 신설, 확장, 연결사업

내부 진출입도로 단계별 기능정비 도로확장, 연결

코뮤니티 도로(생활도로) 정비
보차분리, 통학로, 주정차, 마을버스 기능을 고려한 

도로설계

지구 유출입도로 정비 유출부 차로 폭원 설계

외곽 간선도로계 교차로 정비 교차로 형태, 교통규제운 , 교통안

근 리(Access Control) 가각정리, 교차로 개선

2.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제정비를 통한 주택시가지 도로망체계의 정립

재 서울시에는 총 면  5,854,999㎡, 2,094건으로 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

수  82.4%에 해당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표 4-1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황

시설명 개소 비율(%) 면 (㎡) 비율(%)

계 2,094 100.0 5,854,999 100.0

로 10 0.5 783,413 13.4

로 45 2.1 1,253,911 21.4

로 120 5.7 1,248,683 21.3

소로 1,919 91.7 2,568,992 43.9

 자료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서울시, 2002
이들 도로는 <표 4-12>에서 알 수 있듯이 12m미만의 이면도로 역할의 소로가 

면  기 으로는 43.9%(2,568,992㎡), 개소수 기 으로는 91.7%(1,919개소)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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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2020년까지 계획 도로로서 집행이 안 될 

경우 시가 액보상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서울시가 안고 있는 행정․재정  면

에서 요한 과제로서 해결을 한 근이 필요하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지 과 같이 열악한 주택시가지 도로망 정비에 있어서는 오히려 재정비의 거름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주택시가지 지구단 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황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구내 도로망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계획수립 결

과 지구내 도로망체계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기능에 맞게 도시계획도로로 재

고시하고 나머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시설 고시를 해제할 수 있다. 신규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정비가 보상과 민원으로 차 어려워지고 있는 주택시가지 

실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한 지구내 도로망 정비는 략  가치가 높

다 하겠다. <그림 4-31>은 지구내 도시계획도로를 활용한 지구내 도로망 확충의 

를 나타낸 것이다.  

1974.4.20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7호)

1999.2.27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50호)

1999.8.8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지 승인( 랑구고시 제1999-20호)

∘단 된 주변도로와의 연결로 확보로 교통  

  량분산효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  차량통행  

  로 확보로 주민생활불편사항 해소

<그림 4-31> 도시계획도로 활용을 통한 지구내 도로망 확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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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화도로사업’으로의 추진

도로정비사업에 있어 특정 기능을 갖는 도로를 서울시 역을 상으로 정비하

고자 할 때, 특화된 사업체계로 수행하는 것은 좋은 략이 될 수 있다. 

도시계획분야에서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역사탐방로 정비사업’ 등 특화사

업이 꾸 히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도로정비사업 분야에서는 특화사업이 ‘지구도로

정비사업’이 90년  반 추진된 것 이외에는 이 다할 추진 실 이 없다.

<그림 4-32>는 2005년도 서울시 도로분야의 성과주의 사업계획이다.

빠르고편리한
도로인프라확충/정비

전략목표전략목표 성과목표성과목표 주요사업주요사업

고효율의도시고속도로확충/정비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도로개설정비를통한지역간
교통소통원활화

차로불균형해소및구조개선

지역도로망확충

병목지점및정체구간정비

교차로구조개선

동북부지역내교통소통원활화 동북부지역간선도로망확충

도심내시민광장조성
구로역교통광장조성

신촌역교통광장조성

개봉역교통광장조성

한강교량확충
암사대교건설

월드컵대교(제2성산대교)건설

<그림 4-32> 서울시 도로분야 성과 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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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사업에서 특화도로사업 략을 잘 구사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도로사업

을 특화사업으로 다양하게 유형화시키고, 산편성 구조도 사업별로 다양하게 편성

하고 있다. 

<표 4-13> 일본의 특화도로사업 개요

특화도로사업명 사업개요

생활의 길 ZONE 사업 → 생활권역 삶의 질 향상을 한 쾌 성 향상을 추구

트랜짓 몰(Transit-Mall) 사업 →

심지역에서 일반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심가로

를 보행자, 자 거, 버스, 노면 차 등 공공 교통수

단에 개방하여 도로를 조성

Walking-Trail 사업 → 즐겁게 걸을 수 있는 도로정비사업

교류가 넘치는 도로정비사업 →
지역간 단 된 곳에 터 , 교량을 건설하여 교통과 

교류를 진

NPO/시민과 함께하는 도로정비사업 → 도로공간의 다목  이용을 추구

Super-Mall 정비사업 →
보행자 우선, Barrier-Free 등 민간 심의 도로정비

사업

지구도로망체계 정비사업과 련해서는 지구내 집산도로 성격의 도로들을 연계 

조합시키는 로드피아(Road-pia) 사업이 1985년부터 시작되었다. 서울시도 그동안 민

간사업자 심의 소극  지구내 집산도로 정비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지구내 집산도

로 정비를 주체의식을 가지고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가시화시킴과 동시에 홍보

 성격을 갖는 특화사업 형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화사업의 경우 집산도로가 

자치구도 성격이기 때문에 자치구 사업만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시와 자치구,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개발 사업자까지 일정부분의 재원을 분담하는 매칭펀드

(Matching-Fund) 개념이 극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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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활계도로정비 활성화를 한 시행주체의 다양화

서울시 주택시가지를 간선도로계로 둘러싸인 지구단 로 볼 때, 주택재개발기본

계획과 주택재건축기본계획에 의거하여 299개소(1186.5ha)의 재개발 사업지구, 361개

소(1210.8ha)의 재건축 사업지구가 추가될 계획이고, 뉴타운 사업도 1, 2차의 15개지

구에 10개의 3차 뉴타운 사업지구가 추가 정비될 정이다. 서울시 주택시가지 정비

에서 특이한 사항은 서울의 지리․지형  조건에 따라 주택시가지 정비방법에 차이

가 있다는 것이다. 표 으로 주택지역 종세분화가 그것으로 지형과 토지이용 특성

에 따라 개발 도 등 용 률에 차등을 두고 있다. 특히, 층고에 있어서는 강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어 강북지역의 경우 주택시가지 재정비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있

다. 최근 진행 인 뉴타운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이 확정된 13개 지구에서 나타난 특

이한 경향은 평균 층고와 평균 용 률에서 동일한 수 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물론 

뉴타운 사업 지정 이 에 종세분화를 바탕으로 1단계 상향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분 사업지구가 비슷한 양상의 개발 도로 개발되고 있다. 이런 분 기에서 한남 

뉴타운 사업지구의 경우 남산에 한 경 문제로 층고 제약이 실  문제로 두되

어 사업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에서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도 민

간사업자 단독에 의한 추진 방식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북지역의 

경우 지구차원의 주거환경개선만으로는 원천  한계가 있고, 고 도 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지구 외곽의 도로교통체계로 가되는 경향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택시가지 정비사업의 한계성에 해 서울시 차원과 앙정부차원의 노

력이 추진 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도시 공공기반시설 특히 도로측면에서 공공지원

이 있을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공공부분이 지원해야 될 지구와 도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분석하여 일정범 에서 공공 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그

림 4-33>은 지구의 특성에 따라 사업주체의 구성을 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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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뉴타운 사업

기존
재개발/재건축지역

기존
재개발/재건축지역

신규
재개발/재건축지역

신규
재개발/재건축지역

구릉지 (층고제약)

평지

개발완료지역

추가개발/진행지역

도로정비 부담금제 적용 (사업자 부담)
부족금 서울시 지원

서울시 도로예산사업

사업자 부담(용적 인센티브)

서울시 도로예산사업

서울시 도로 + 사업자 부담

지구외부지구외부 광역도로체계, 외곽간선도로 대체도로광역도로체계광역도로체계, , 외곽간선도로외곽간선도로 대체도로대체도로
국가지원

Or
Matching-Fund

국가지원국가지원
OrOr

MatchingMatching--FundFund

<그림 4-33> 지구특성에 따른 사업시행주체와 비용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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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Ⅴ장 결론  정책건의

제1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가 심이 되는 주택시가지 도로정비사업은 지구

체 생활권 차원에서 볼 때 매우 비효율 이고 계속 진행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지구도로 체계로 고착될 여지가 매우 높다.

▶ 과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등 단독 는 연립주택 심의 주택시가지를 재

개발․재건축 는 뉴타운 사업에 의해 ․고층 아 트로 정비할 경우 기존

의 국지도로 기능이 상실되고 그 면 만큼의 여유로 인해 지구내 집산도로계 

성격의 가로 체계를 정비할 여지가 충분히 있으나 지구도로 체계에 한 

인식과 정비방법론의 미정립 등으로 인해 지구도로 정비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 지구면 과 가구 도 등 지구의 주택시가지 정비 황은 매우 다양하나 지구

도로 정비수 은 주택시가지 정비 황과 한 계가 없으며 독립 이다.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집약지역에서의 교통 서비스 수  차이도 다양하

고, 간선도로계에 주는 부담도도 차이가 있다.

▶ 행 지구도로정비와 련된 법규정, 지침, 행정  제도 차로는 구속력과 집

행력 상에 한계가 명확하여 지구도로체계 정비가 체계 으로 구축될 가능성

이 매우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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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책건의

▶ 서울시 주택시가지를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구형태로 획정하여 지구단 별로 

집산도로를 심으로 하는 가로(생활 심가로) 정비 계획을 구청별로 수립

하고 시차원에서 의, 조정, 확정하고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한다.

▶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된 가로(생활 심가로) 정비를 시가 주

도 으로 추진하고 정비 완료된 도로는 자치구 도로 고시 자치구에 이 한다.

▶ 가로(생활 심가로) 정비지침을 수립하여 보 함으로서 련계획, 사업에서 

극 반 하도록 한다.

▶ 지구도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해 “(가칭) 생활권 교통정비기본계획”을 본 

연구에서 정의한 지구형태로 수립하여 지구도로망계획, 도로정비방법, 재원조

달방법, 시행주체 등 구체  사항을 계획․수립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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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1980, housing renewal projects in Seoul have been performed. However 

renewal projects have a lot of problems related to road system or transportation in 

residental areas. According to performing housing renewal projects, road user 

demands increase but regional roads (collector & local road) system were not 

improved efficiently as well as arterial & sub-arterial roads.

Main problems and the present conditions examined in study were as followings. 

- Local Roads(4~6m) are disappointed in residential areas gradually.

- Road system is divided into interior road system and exterior road system in 

residential areas. 

- Methodology necessary to reshuffle roads is not yet prepared.

- Improvement of access road to link arterial road are performed without extra 

access-control generally. 

These phenomena brought about traffic jam in arterial road surrounding housing 

renewal areas and traffic accident. 

And then this study provide improvement-alternatives necessary for reshuffling 

regional roads in housing renewal areas. Major item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s 

as below.

- To review level of road improvement and problems in several urban housing 

renewal projects

- To examine level of road improvement in housing renewal areas

- To suggest methodology that needs in road system reshuffling in housing 

renewal areas



Table of Contents

Chapter Ⅰ   Introduction

Chapter Ⅱ   Review of Road Improvement Conditions & Problems in Housing 

Renewal Areas

1. Project Types & Road Improvement Conditions

2. Law related to Road Improvement

3. Road Improvement Level in Each Parts to Govern

4. Main Problems

Chapter Ⅲ  Evaluating Level of Road Improvement in Housing Renewal Areas

1. Sample Sites Selecting 

2. Evaluating Level of Road Network Improvement

3. Evaluating Transportation System & Level of Service

4. Evaluating Results

Chapter Ⅳ   Road System Reshuffling in Congested Housing Renewal Areas

1. Increasing in Trend of Congested Areas & Road Improvement

2. Re-establishing Road System in Residential Areas

3. Suggesting a Methodology of Road System Reshuffling

4. Suggesting a Plan in Road System Reshuffling

5. Realization in Road System Reshuffling

Chapter Ⅴ Conclusions & Recommendations in Policy

1. Conclusions

2. Recommendations

• References



시정연 2005-R-09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의 도로체계  
교통개선 방안

발 행 인 강 만 수

발 행 일 2005년 11월 30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 구 서 동 391번지

화 (02)2149-1092  팩스 (02)2149-1120

값 0000원     ISBN 00-0000-000-0-00000

본 출 물의 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제4절 연구수행 절차

	제2장 서울시 주택시가지 정비과정에서의 도로정비 현황과 문제
	제1절 주택시가지 정비유형과 도로정비
	제2절 주택시가지에서의 도로정비 관련 법/제도현황
	제3절 사업시행주체별 주택시가지 도로정비사업 현황
	제4절 서울시 주택시가지 도로정비상의 문제

	제3장 기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의 도로정비 수준평가
	제1절 분석대상 주택사업지구의 선정
	제2절 도로망체계 정비수준 평가
	제3절 교통체계 및 서비스수준 평가
	제4절 평가결과 종합

	제4장 주택 고밀·고층화에 대응한 주거지역 도로체계 및 교통개선방안
	제1절 서울시 주택시가지 고밀·고층 추세와 도로정비
	제2절 주택시가지 도로체계 재정립 방안
	제3절 주택시가지 도로망체계 구축방안
	제4절 주택시가지 도로교통 개선방안
	제5절 주택시가지 생활계도로 정비사업 구현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건의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