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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기능·역할 재정립하고

민간부문 참여로 공급·운영방식 다각화 필요

인구구조 등 여건변화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에 변화 예상

서울시는 저출생과 기대수명 증가로,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층이 증가하는 인구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연령대별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도 달라져, 확대해야 하

거나 감축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이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생활양식도 

변하면서 새로운 용도의 시설에 대한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도시의 성장단계에 따라 주요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도 변화한다. 고도 성장기를 거쳐 안정기

에서 성숙기로 가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정책 방향은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도

시인프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공간의 

성격과 위계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양식이 변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공급·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도 생긴다. 고도 성장기에 대량 공급되었던 도시계획시설이 노후화되어 

이용도 저하되고 재정비를 해야 할 시점도 도래하고 있어, 주민의 안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

용을 위해서는 노후·저이용 시설에 대한 전략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림 1] 도시성장단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공급

자료: 장남종, 2017, “서울의 공공인프라 수급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서울연구원 엮음, p.267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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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대부분 지역은 시가화되어 개발이 완료되었고 공공부문의 재원은 한정되므로, 과거

와 같이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대량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공급·관리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관리방식을 유지하기보다는 공급방식을 더욱 다각화하고 그 범위도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 및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

치제의 정착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와 주민 생활에 밀착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지방자치

단체의 권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기반의 섬세한 계획으로 주민만족도가 높은 

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고 기대치가 높아진 주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양적으로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비스 내용과 접근성 

등 시설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급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과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림 2]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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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이용 등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정책의 4가지 기본방향 제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둘째,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셋째, 공급·운영 방식을 다

각화하며, 넷째,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공급한다.

먼저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서울형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를 확립한다. 서울형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의 기능을 유지·보호하고 장래 성장과 변화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도시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한 공익적인 시설이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를 토대로 시설의 유형을 도시인프라와 생활인프라로 구분하여 재

정비한다. 유형에 따른 종류는 시설의 기능과 용도를 중심으로 분류한다.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의 결정은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성이란 공공의 필요와 복리를 의미

하며, 기본적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유지하는 것을 재검토한다.

여건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에 관련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설치기준, 공급방

식, 관리체계의 주요 쟁점과 이에 따른 대응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3] 여건변화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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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 여건변화· 지역특성 반영하는 체계로 개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1979년에 

제정된 이후 초기 체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는 여건변화와 다양

한 지역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저성장기, 성숙

기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정한다. 여기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기준, 변경 및 조정기준, 지자

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유연한 제도로 변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고도 성장기에 구축된 도시계획시설 공급을 위한 양적 기준이 현재에도 중요한 공급 지표가 

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규칙에서 시설의 확보와 입지를 위한 결정 기준을 시설의 질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인구당 시설면적과 같은 양적 기준에서 특정 시설로의 접근가

능시간(도보 이동 시), 이용권역, 기초생활권 내 서비스소외지역 등 실질적인 기준으로 전환한다. 

현재까지는 도시계획시설을 새롭게 공급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모니

터링하거나 변경·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시스템이 없어 지역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미흡할 수밖

에 없다. 시설의 종류 및 범위, 결정기준, 구조·설치기준으로 구성된 체계에서 기존 시설의 조정 

및 변경 기준을 포함하는 체계로 정비한다. 정책적으로는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변화감

지 모니터링 지표 및 시스템을 마련한다.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로 인해 도시의 성장단계, 규모 등 여건이 다름에

도 불구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기 어렵거나 도시 여건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방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제도와 규칙이 지자체 여

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의 유형 및 

분류 방식에 유연성을 주어야 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시설을 규정하고, 지역과 주민생활에 밀착한 생활인프라는 지자체가 개별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도록 시설을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복잡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절차로 인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없이 일반 개발행위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신규 개발을 위한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임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의 기본 현황을 파악

하기 어려워 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임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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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비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거점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1)은 도시계획시

설로 결정하여 전략적으로 장래 신규 수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임의시설에 대해서

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기준을 제시하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설치 후에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전문성 가진 민간부문 참여로 도시계획시설 공급 · 운영방식 다각화

생활인프라의 신규 공급이 계속 필요하지만, 가용지와 재정 여건상 공공이 모두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민간이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마을 단위의 생활인프

라는 사업 규모가 작고 수익성이 없어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생활인프라는 

주로 자치구가 주도적으로 설치하게 되는데,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

한 한계도 있다. 생활인프라 공급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다수의 사업을 모아 

사업을 일정 규모로 키워 사업성을 높이는 번들링(Bundling) 제도를 활용한다. 자치구가 업무

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방안도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급방식에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민간부문을 활용하기 위해 도시계

획시설의 입체·복합화 방식은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근거제도가 다른 시설 관련 법률과 연계

되지 못해 입체·복합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건축법, 도로법 등 관련법이 작동하여 도시계획

시설의 입체·복합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한다. 현재 시행령과 규칙에 있는 

입체·복합화 관련 조항을 법률에 도입한다. 생활인프라의 복합화를 유도하고자 중복·입체적 

결정을 위한 구체적인 설치 및 운용기준을 마련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급뿐만 아니라 운영에서도 민간부문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 민

간부문이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려고 할 때 참여 가능한 시설의 종류가 한정적이고 제도적인 

기반도 약하다. 특히, 향후에 수익구조가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질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는 민간의 전문성과 자본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와 시설물 관리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위탁운영 대상시설을 확대하는 등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1) 이 연구에서 공공시설은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포괄적으로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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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로 기초 현황DB 만들고 관리시스템도 구축

미래의 다양한 수요에 대비하고 한정적인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시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외

에 시설사업과 관리·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 현황 DB를 구축해야 한다. 임의시설 

중 비도시계획시설이나 자치구가 결정한 시설과 기부채납시설 등의 현황, 이력관리, 이용실태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기초 현황 DB를 기반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시스템을 구

축한다. 서울시는 시스템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자치구로 배포 및 확산한다.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계획시설 기능과 역할의 재편방향을 담은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미래 비

전을 마련한다. 미래 비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및 개발 잠재력을 고려한 정비·활용 전략과 

장기적인 도시공간 비전을 포함한다. 특히, 저이용 시설, 기능전환 필요시설, 재정비 시기가 도

래한 노후시설 등에 대한 대응방향을 포함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시점에 ‘도시계획시설

의 미래 비전’을 포함시켜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에서는 도시계획시설별로 지역별 공급 지표 및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생

활권별, 시설별 수요를 추정한다. 이를 토대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원칙, 공급 목표, 노후시설 

활용방안,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로의 전환 등 중장기 관리 및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실행

전략으로서 생활인프라와 생활권계획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자치구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도시계획시설은 시설별로 관리주체가 다르고, 사업 및 관리부서 간 칸막이운영으로 노후·저이

용 시설을 정비할 때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와 개발여력 등 잠재력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도시계

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명확한 운영·관리의 업무 분

장이 필요하다.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의 전략적인 활용 및 비전을 제시하

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자치구는 우선 도시계획시설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도시계

획시설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지역과 생활에 밀착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과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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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중요성· 시급성 등 고려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해 실행력 확보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제는 

도시계획시설의 중요성 및 시급성, 정책과제 간 선·후 관계, 추진 절차상 기간 등에 따라 단기·

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응과제는 그 성격에 따라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을 시행하

기 위한 계획·방침 마련, 정보처리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조직 정비 및 역할 규정 등으로 

구분된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설치기준의 쟁점에 따른 대응과제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여건변화에 대

응하는 시설의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변화감지 지표 및 시스템 구축”과 “도시계획시

설 규칙 체계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대응과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개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체계 개편”을 각각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그 외 “도시계획시

설의 결정기준 마련”과 “도시계획시설의 기준 개정: 질적 기준으로 전환 개정” 과제는 각각 단

기, 중기과제로 추진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급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소유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과제는 다음과 같이 추진한다. 단기과제로 “민간소유 도시계획시설 이용실태 조사”를 수행하

고, 이후 중기과제로 “민간소유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 확보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한

다.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한 “번들링제도 및 운영방안”은 단기과제로 수행한 후 중기에 적

용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생활인프라의 복합화 방

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국토계획법 등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관련 제도 개선”은 장기과

제로 이행한다. 민간의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민간 위탁운영 확대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민간 운영을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기반 마련”, “도시계획시설의 민간 운영 실행”은 각각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체계에 관한 대응과제 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 도시

계획시설의 실태조사 및 기초 현황 DB 체계 마련” 과제를 추진한다. 이어서 “기초 현황 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기본구상”을 중기과제로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관리시스템

을 구축”한다.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장기과제로 수행하기에 앞서, 단기과제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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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조직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역할 분담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서울시 시설

계획과 역할 확대”와 “자치구 조직 마련”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그림 4]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대응과제의 장단기 로드맵



목차 / ix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의 배경 2

2_연구의 목적 및 내용 8

0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특성 12

1_관련 법·제도 검토 12

2_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19

3_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특성 25

0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의 주요 쟁점 30

1_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역할 32

2_도시계획시설의 결정·설치기준 35

3_도시계획시설의 공급방식 45

4_도시계획시설의 관리체계 52

04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정책방향 및 과제 64

1_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정책방향 64

2_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대응과제 66

참고문헌 77

부록 79

Abstract 91



x /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

표

[표 2-1] 기반시설 종류 12

[표 2-2]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식별 해당 시설 14

[표 2-3]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령과 규정 사항 15

[표 2-4] 건축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대상과 완화 내용 18

[표 2-5]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지정 현황(2017년) 20

[표 3-1]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정의 33

[표 3-2] 도시계획시설 규칙의 시설별 기준 36

[표 3-3] 임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행위 허가 시 장·단점 비교 42

[표 3-4] 임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미결정 사례 43

[표 3-5] 도시계획시설의 이용특성 및 공급주체별 분류 46

[표 3-6] 2017년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48

[표 3-7]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관련 법·제도 50

[표 3-8] 서울시(본청) 공공시설 위탁기관 비교 51

[표 3-9] 수익창출형 시설 종류 52

[표 3-10] 시설결정에 관한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의 변화 53

[표 3-11] 도시계획시설별 관리주체 57

[표 3-12]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관련 조직 현황 60

[표 3-1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쟁점 61

[표 4-1] 도시계획시설 규칙의 체계 변경안 67

[표 4-2] 여건변화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대응과제 73



목차 / xi

그림

[그림 1-1]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3

[그림 1-2] 서울시 가구변화 3

[그림 1-3] 도시성장단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공급 5

[그림 1-4] 서울시민의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 6

[그림 1-5] 서울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6

[그림 1-6] 서울시 재정자립도 및 평균개별공시지가 8

[그림 1-7] 연구 흐름 9

[그림 2-1] 도시계획시설 종류 변화 13

[그림 2-2]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체계 16

[그림 2-3] 도시계획시설 공급방식별 특성 17

[그림 2-4]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분포 19

[그림 2-5]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비율 21

[그림 2-6]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개소수 현황 21

[그림 2-7]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개소수 추이(2008~2017년) 22

[그림 2-8]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개소수 추이(2008~2017년) 24

[그림 2-9] 지하철 역세권 내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현황 25

[그림 2-10] 지하철 역세권의 도시계획시설 비율 26

[그림 2-11] 도시계획시설 유형의 용도지역별 평균 용적률 27

[그림 2-12]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조례용적률 도달률 28

[그림 3-1]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과제 31



xii /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

[그림 3-2]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32

[그림 3-3] 시설 유형과 용도 간 혼재 사례 34

[그림 3-4] 도시계획시설의 변화 34

[그림 3-5] 필수시설과 임의시설 36

[그림 3-6] 도시공원 면적 및 1인당 도시공원 면적 38

[그림 3-7] 생활권공원 면적 및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 38

[그림 3-8] 도시공원 분포 및 생활권공원 소외지역 현황 38

[그림 3-9] 생활권공원 종류별 비율 39

[그림 3-10] 공급방식별 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 방식 45

[그림 3-11]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53

[그림 3-12] 기반시설 설치 사업의 비율 55

[그림 3-13]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의 속성 56

[그림 3-14] 주차장과 다른 도시계획시설 간 중복결정 현황 58

[그림 4-1] 여건변화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정책방향 65

[그림 4-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대응과제의 장단기 로드맵 76



01

연구개요

1_연구의 배경

2_연구의 목적 및 내용



2 /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

01ㅣ 연구개요

1_연구의 배경

도시계획시설1)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시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도시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서울특별시, 2015). 도시가 성장하면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

절한 도시계획시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공급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와 규모

는 인구 분포 및 구조, 생활양식, 토지이용 등으로 결정되므로, 이러한 여건이 변화하면 

공급되는 도시계획시설도 변할 수밖에 없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가구구조 변화

서울시 인구는 1990년대 초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 이후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2018년 현재까지 천만 명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구구조는 계속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다. 저출생과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유소년 인구 및 비율이 감소하고 노인 

인구와 비율은 증가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1990년에 263만 명(25%)

이었던 유소년 인구는 2000년에 182만 명(18%), 2015년에 115만 명(12%)까지 감소했

다. 이와 비교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은 1990년에 3%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3%, 2040년에는 약 3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양상의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가 일

정 비율 이상 증가하면서 새롭게 요구되는 시설을 공급해야 하지만, 동시에 기존에 저이

용되고 있는 다른 시설을 유연하게 재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

획시설은 시장경제시스템을 따르는 상품과 같이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그에 맞춰 적절하

게 공급도 줄일 수 있는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시설

1)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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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정하고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와 함께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도 큰 사회적 변화 중 하나이다. 

1990년 이후로 서울시 인구는 소폭 감소하고 있지만,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분화로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구·가구총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가구 수는 1990년 282만 

가구에서 2015년 358만여 가구로 증가하였고, 평균가구원수는 1990년 3.77명에서 2015

년 2.74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에 16%에서 2015년에 

30%, 2035년에 3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미 2010년에 1인 가구 

비율이 기존에는 가장 보편적 가구단위라고 여겨진 4인 가구 비율을 넘어섰으며, 2028년

에는 1인 가구가 3인 이상 가구 비율을 초과하게 될 것이다.

[그림 1-1]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인구총조사(1960~2015); 장례인구추계(2015년 기준)

〈가구 수와 평균 가구원수 변화〉 〈1인 가구 비율〉

[그림 1-2] 서울시 가구변화

자료: 서울통계, 가구원수별 가구 수; 가구추계(가구원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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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증가하면 주거 면적은 줄어들며, 서재, 사랑방, 부엌 등으로 역할을 하는 공간

이 공공공간으로 대체되어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는 대체적

으로 20~30대 청년층 및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비율이 

높다(이재수·양재섭, 2012). 따라서 거주생활에 필요한 필수공간과 최소면적을 충족한다

면 그 외의 공간은 공공공간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1인 가구 증가와 보편화는 

가구 구조뿐만 아니라 생활양식의 변화를 대변한다. 기술발달로 더 이상 공공이 공급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용도와 형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계획시

설이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예측

할 필요가 있다.

고도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도시성장단계의 변화

서울시는 압축적인 고도성장 후 안정기를 거쳐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성장단계에 따라 공급 양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서울이 공간적·기능적·경제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했던 1970년대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고도 성장기에는 도시 기능에 필요

한 기초시설인 도시인프라 중심으로 공급되었다2). 이 시기에 인구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학령인구도 급격히 증가하여 학교시설도 대량 공급되었다.

서울시에서 인구성장이 정점에 도달한 후 안정화되었던 1990년부터 2000년대까지는 도시

안정기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안정기에는 주민의 소득수준이 증대하면서 삶의 질을 추구

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급이 증가했다. 

2010년대에 들어와 서울시는 경제성장이 둔화하면서 인구성장도 정체되는 성숙기로 진입

하고 있다. 이 시기에 도시인프라에 해당하는 시설은 확충이 거의 완료되었다. 도시계획시

설 수요와 공급의 중심은 도시인프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로 이동하고 

있다.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등 문화·복지에 관련된 기존 시설을 비롯하여 일자리지원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 등 새로운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공급이 요구

2) 장남종(2017)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등 도시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서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통칭하여 공공 인프라로 정의하였고, 공공인프라는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도시인프라’와 도시민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생활인프라’로 구분했다. 그는 생활인프라에 기반시설의 종류 중 공공문화체육시설을 포함하고, 나머지 교통시설, 공간시

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을 도시인프라로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용어와 분류를 준용했다.



01 연구개요 / 5

된다. 한편 고도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공급되었던 도시인프라는 내구연한이 동시에 도달

하였고 노후화로 주민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보수와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1-3] 도시성장단계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공급

자료: 장남종, 2017, “서울의 공공인프라 수급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 「저성장시대 서울의 도시정책을 

말하다｣, 서울연구원 엮음, p.267 재작성

생활인프라에 대한 주민수요 증대와 정책 변화

도시의 성장과 함께 주민의 소득 증대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하였고, 주민은 삶의 질을 

더욱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공공서비스 내용의 변화와 질적인 

향상도 요구되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매년 실시된 서울서베이 내용을 볼 때 보육 및 여가·노인사회활

동 관련 시설에 대한 서울시민의 수요는 계속 증대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

서 영유아 보육시설의 수요도 늘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보육시설 이용 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높은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간 서울 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7년 서울서베이에서 노인의 여가문화활동장

소로 집 이외에는 노인복지관 등의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2005년 

이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고령인구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될 것이다.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여전히 사회활동이 왕성한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시설을 

계속 공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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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서울시민의 미취학 자녀 보육방법 [그림 1-5] 서울노인의 정기적 사회활동

  자료: 서울서베이, 2005~2017년 조사

생활편의시설을 양적으로 늘리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원하는 주민 요구도 증가하고 있

다. 2014년 유권자 희망공약에 따르면, 주민은 어린이집 확충, 노인일자리상담센터 설치, 

주민공원 조성, 문화 복지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주차장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해 2018년 유권자 희망공약에서는 ‘집 근처에’, ‘접근성 확대’, ‘주민자치센터 내’, ‘24시

간’ 등 도보권 내 문화·복지시설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시설 이용의 편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을 비롯한 

법·제도와 함께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기반시설 확보 정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의 

생활인프라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확

대한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다. 국토계획법도 2015년 12월 개정 시 

“생활인프라 수준”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였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는 보급률 등을 고

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생활

인프라 평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12년부터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공원, 공공체육시설 등에 대

한 도보접근성을 확보하는 “10분 동네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에 수립된 2030 서울생활권계획 중 생활서비스시설 계획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

한 생활서비스시설을 분석하여 확충이 필요한 대상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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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도 2018년 8월에 ‘생활 SOC 확충’이란 국민들이 살기 편하게 동네 인프라에 투

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계획을 발표하였다. 생활SOC 확충

방안으로 여가·건강, 지역일자리·활력, 안전·환경 등 3대 분야 10대 투자과제를 제시하였

고 2019년에는 총 8조 7천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기획재정부, 2018b).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와 개발가용지 및 공공 재정의 한계

1995년에 민선1기가 시작한 이후 2018년 현재 민선7기에 접어든 지방자치제도가 어느 정

도 정착단계에 도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분권 확립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있어서

도 서울시장에 집중되었던 권한이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되는 범위도 커지고 있다. 이로 인

해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생활에 밀착한 시설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공공서비스 수준에 있어 기대치가 높아지는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시설을 공급·관리·운영하는 데 자치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제도와 정책적 측면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

했지만 이를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 시가화지역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되어 시설을 설치할 신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와 함께 서울시 재정 여

건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재정자립도를 90% 이상 유지했지만, 

2005년 이후 계속 하락하면서 2017년에는 81%까지 떨어졌다. 자치구의 상황은 더욱 열

악하다. 자치구마다 편차가 크지만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락하며, 낙폭은 서울시 

본청보다 크다. 2009년에 50.8%였던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2018년에는 29.3%까지 

하락했다. 반면에 지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재정 여건상 매입을 통한 부지 확보

도 어려운 현실이다.

다양한 여건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과 관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대응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급의 불균

형, 시설 정비의 지연, 공간 및 재정의 낭비 등 비효율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한정된 

재원하에서 수요에 부합한 시설을 공급하고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여건

변화에 대응한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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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서울시 재정자립도 및 평균개별공시지가

자료: 서울통계, 행정일반, 재정자립도

2_연구의 목적 및 내용

여건변화로 인해 대표적 공공서비스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은 여러 가지 쟁점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은 압축적인 도시 성장을 경험하면서 도시계획시설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

다. 그러나 저출생·고령화 등과 같은 인구구조 변화, 주민의 생활양식 변화 등으로 이용자

의 수요가 변화하면서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관련 기준과 운영 및 관리방안에 대한 재검토

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행 도시계획시설은 과거 성장기에 만들어진 제도적 틀에 의해 공공

주도로 공급되었다. 공공의 재정과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

에 이르러 공급 주체와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여건변화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관리 측면에서 나타

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향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합리적인 공급·관리방안을 마련

할 수 있는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문헌을 참조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를 검토하고, 서울시 도

시계획시설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했다. 현황 분석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및 통계자료

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KLIS 자료를 이용한 GIS 공간분석, 공부조사 등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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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에서는 제도 검토, 시설의 현황 분석을 기초로 공무원, 학계, 연구원, 민간부문 등 도

시계획시설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시

설의 주요 쟁점을 도출했다.

4장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쟁점별 과제를 제시했다. 정책과

제는 장·단기과제로 구분하여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정책을 전략적으

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책과제에는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해외사례 검토 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운영 개선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검토한 해외사례로는 일본의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과 PRE 유효 활용 가이드

라인, 2017년 개정된 도시공원법에서 신규 도입된 공모설치관리제도 등과 미국 뉴욕시의 

커뮤니티시설 가이드라인 등이 있다.

[그림 1-7] 연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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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특성

1_관련 법·제도 검토

1)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한다(동법 제2조 제7호). ｢도시계획법｣ 제정 초기에 도시계

획시설은 용어에 대한 정의 없이 도시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시설이었다면, 197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 도시계획시설이란 용어가 도입되었다. 이후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

법에 도시기반시설이 정의되었고, 2003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명칭이 기반시설로 

변경되었다. 

구분 세부시설 개수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

사시설
8종

공간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5종

유통·공급시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

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9종

공공·문화체육

시설

학교·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연구시설·사

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8종

방재시설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8종

보건위생시설 장사시설·도축장·종합의료시설 3종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5종

주: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시행령 제2조 제1항

2017년 12월 26일 개정 국토계획법 및 2018년 11월 13일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

[표 2-1] 기반시설 종류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7가지 항목으로 구분하

여 세부시설을 나열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

정되었을 때 23개에 불과하였다(신동진, 1996). 도시의 발달과 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종류가 계속 추가되거나 통합 조정되기도 하고, 삭도, 관망탑 등 도시계획시설로 공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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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낮은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종류에서 삭제되는 과정을 거쳐 2008년에는 53개까

지 확대되었다. 2016년 시행령 개정에서는 시설 통합으로 52개로, 2017년 12월 법률 개정

에서는 시설 구분에 대한 조정과 신설·삭제 등 개편이 이루어져 46개로 축소되었다3). 

[그림 2-1] 도시계획시설 종류 변화

주: 도입 당시 시설명은 현재 시설명으로 갈음

자료: 국토교통부, 2015, 도시계획시설 입지·구조기준 정비방안 연구, p.22 재구성 

3) 유사 기반시설을 통합하거나 신규시설을 도입하는 등 기반시설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2018년 12월 27일에 시행되었다. 공공·문

화체육시설의 ‘운동장’은 ‘체육시설’에, 교통시설의 ‘운하’는 방재시설의 ‘하천’에 통합되었으며, 보건위생시설의 ‘화장시설’·‘공동

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 등 5개 시설은 장사시설로 통합되었다. 환경기초시설의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 신설되

었고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한편 교통시설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은 

삭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2017년 12월에 개정되고 2018년 12월 27일에 시행된 국토계획법 이전의 기반시설 52종으로 

법률적 내용과 서울시 현황을 분석한다.



14 /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추진되지만, 일부 시설은 국토계획법 제52

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지구단

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과 그 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 제3항에서 제시한 시설이다. 국토

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의한 공공시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은 모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구분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가능 도시관리계획으로만 결정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급설비, 공동구, 하천, 유수지, 방화/방풍/방수

/사방/방조설비, 하수도

철도, 항만, 공항, 운하, 전기/가스/열

공급설비, 운동장, 저수지,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공공시설

등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

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그 외 

시설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운

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시장, 장례식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궤도, 유원지, 방송/통신시설, 유류저

장 및 송유설비, 자연장지, 도축장

[표 2-2] 도시계획시설 결정방식별 해당 시설

2) 관련 법·제도 체계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도 도시

계획시설 관련 세부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의를 비

롯하여 결정 절차, 설치·관리, 개발행위, 실효 및 해제, 사업시행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국토계획법이 정의한 시설종류별로 해당 시설을 규정하고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한다. 규칙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의 내용은 시설별 관련법을 

따르도록 한다. 이에 따라 52종 시설 중 10종은 규칙에서, 20종은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22종은 개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시설 중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제한적으로 정의

하고 있다. 결정기준에 있어서 10종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위임하고 있다. 구조·설치기준도 

상당수 시설의 내용이 개별법으로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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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도시

계획

시설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의(시설 유형 및 종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시설 결정의 실효 및 해제, 해제절차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사업 시행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사업시행자

  - 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 실시계획의 작성, 인가, 경미한 변경, 열람 등

  - 사업의 이행담보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국공유지 처분 제한

  - 준공 절차

  - 공공시설 귀속

•비용 부담, 보조·융자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범위

•중복·입체적 결정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구조·설비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정의 및 설치 기준

•시설별 규정

  - 시설의 세분 및 범위

  - 결정기준

  - 구조 및 설치 기준

 - 편익시설 종류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

  - 기반시설 계획: 시설별 계획,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 도

시계획시설의 재검토 원칙 및 기준, 기부채납 운영기준

  - 계획의 수립 절차: 입안 및 결정 절차, 고시, 결정의 실효

 -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해제신청 등에 따른 처리절차

시설 결정·구조·설치기준

관련 개별법령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제시하고 있는 52종 시설의 정의와 결

정·구조·설치 기준과 관련된 국토계획법 이외의 법령은 총 

85개

  - 서울시는 공동구에 대해서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서울

시 공동구 설치 및 점용료 징수조례를 운용

그 외

관련

제도

건축법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기부채납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근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로 시설 확충 시 대상시설 및 사업시행 전반 사항

[표 2-3]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령과 규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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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과 관련한 사항이나 국공유지 처분 등에 대해서도 연계된 여러 가지 법이 있다.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건축법의 제한을 받고, 민간이 공공에 귀속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을 근거로 한다. 토지 등의 수용·사용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국·공유지 도시계획시설을 처분할 때는 예외사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기준으로 한다.

[그림 2-2]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체계

3) 도시계획시설 공급방식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할 때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

가 되지만, 민간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 민간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시설을 

설치하여 민간시설로 운영할 때와 시설을 설치한 후 소유권을 공공에 넘길 때이다. 민간이 

소유하는 도시계획시설은 종류가 제한되어 있다4). 매매가 자유롭지만, 시설 폐지나 변경 

시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민간 소유자의 임의적인 변

경이 제한된다.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고 공공에 제공할 때 ‘무상귀속(無償歸屬)’과 ‘기부채납(寄

附採納)5)’ 두 가지 방식이 있다. 무상귀속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이 

4)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과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은 민간이 소유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이다.

5) 기부채납은 국토계획법으로는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시설 제공에 따른 완화 규정, 건축 및 행위제한 완화 시 기반시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기부채납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기부채납은 국유재산법(제2조 제2호)과 공유재산법(제2조 제3호)에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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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해당 관리청에 귀속되는 형태이며, 무상양도를 통해 보전을 받는다. 기부채납은 

공공과 민간의 계약에 따라 민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공공이 보상하는 형태인

데, 크게 민간투자사업, 사전협상, 각종 개발행위 등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 

첫째, 서울시에서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으로 추진되거나 기반시설 관련 개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따라 추진된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소유권을 공공에 이전하는 대신 사업시

행자는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거나 공공으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다. 둘째, 서

울시 사전협상 대상지에서의 기부채납은 국토계획법 제4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제12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용적률이 상승하거나 건축 및 행위제한이 완

화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셋째, 각종 개발행위 시 건축규제 완

화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이다. 국토계획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제한을 완화한다.

[그림 2-3] 도시계획시설 공급방식별 특성

민간부문이 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에 따라 대상 시설의 종류도 다르다. 무상귀속은 국토계

획법 제65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만 해당하며, 정비사업에서는 도정법 

제97조 제2항에 의거해 정비기반시설이 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 중 공유재산법이나 개별

법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은 기반시설 전체이지만,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에서는 사회기

반시설에 한정된다6). 사전협상에 의한 개발사업은 기반시설 전체가 기부채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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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행위에서 기부채납 대상시설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구

역에서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지역과 정비구역에서 공원·

광장·도로·하천을 설치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등을 완화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도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국·공유지에서 문화시설 중 박물

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완화한다.

구분 제공 시설 완화 조건 완화 항목 적용구역 관련 규정

사전

협상 

대상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라 용적률 

상승, 건축제한 완화, 

행위제한 완화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반시설
기반시설,

비용 부담

용적률,

건축제한 

완화

지구단위

계획구역

국토계획법 제49조 ②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3 ② 

12~15호

각종 

개발

행위

1. 지구단위계획/

정비 구역에서

시설 설치

공공시설

등

부지,

건축물,

부지+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정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정법 제17조 ③

국토계획법 제52조 ③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

현금납부 용적률 정비구역
도정법 제17조 ④

도정조례 제12조

2. 건축물의 주위에 

공원·광장·도로·

하천 등의 공지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공원·광장

·도로

·하천

부지 용적률
상업지역,

정비구역

국토계획법 제78조 ④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⑧

도시계획조례

제55조 ⑩

3.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회복지

시설

건축물

(용도변경·

분양·임대·

소유권 이전 

불가)

용적률 사업 전체

국토계획법 제78조 ⑥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⑩~⑫

도시계획조례

제55조 ⑳, ㉑

4. 그 외 서울시 도시

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문화시설 

중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건축물 용적률

주거지역, 

상업지역의

국·공유지

도시계획조례

제55조 ⑮

[표 2-4] 건축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 기부채납 대상과 완화 내용

6) 민간투자법에서 정의하는 사회기반시설은 53가지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의 일부만 해당하며, 이 중에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도 있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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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1)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현황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은 2017년 12월 말 현재, 전체 52종 중 37종이 62,897개소에 지정되

어 있으며, 면적은 370.64㎢에 이르고 있다. 시설유형별 점유현황을 보면, 개소수 기준으

로는 교통시설이 전체 시설의 87%를 차지하고, 교통시설 중에서는 도로가 54,165개소로 

전체의 86%에 이른다. 도로에 이어 공원(2,239개소, 3.6%), 학교(1,258개소, 2%), 녹지

(1,094개소, 1.7%) 등의 순이다. 

면적 기준으로 보면 공간시설이 4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교통시설(28%), 방재시설

(15%), 공공문화체육시설(11%) 순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면적상으로 공원(136.93

㎢, 37%), 도로(85.60㎢, 23%), 하천(54.52㎢, 15%), 학교(30.42㎢, 8%) 등 4개 시설이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83%를 차지한다.

[그림 2-4]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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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명 개소 비율 규모 비율

전체 62,897 100.00 370.64 100.00

교통시설

소계 55,015 87.47 105.12 28.36

도로 54,164 86.12 85.60 23.10

철도 24 0.04 9.36 2.53

공항 1 0.00 7.25 1.96

주차장 735 1.17 1.84 0.50

자동차정류장 88 0.14 1.03 0.28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2 0.00 0.02 0.01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1 0.00 0.01 0.00

공간시설

소계 4,468 7.10 153.01 41.28

광장 300 0.48 8.45 2.28

공원 2,239 3.56 136.93 36.95

녹지 1,094 1.74 5.79 1.56

유원지 3 0.00 0.96 0.26

공공공지 832 1.32 0.87 0.24

유통공급

시설

소계 480 0.76 7.01 1.89

유통업무설비 10 0.02 1.51 0.41

수도공급설비 128 0.20 2.46 0.66

전기공급설비 105 0.17 0.66 0.18

가스공급설비 17 0.03 0.16 0.04

열공급설비 11 0.02 0.11 0.03

방송통신시설 11 0.02 0.16 0.04

공동구 35 0.06 0.18 0.05

시장 162 0.26 1.74 0.47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1 0.00 0.03 0.01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계 2,368 3.76 40.02 10.80

학교 1,258 2.00 30.42 8.21

공공청사 564 0.90 3.98 1.07

문화시설 131 0.21 0.83 0.22

운동장 3 0.00 2.50 0.68

체육시설 45 0.07 0.83 0.22

연구시설 24 0.04 0.68 0.18

사회복지시설 316 0.50 0.68 0.18

청소년수련시설 27 0.04 0.09 0.02

방재시설

소계 223 0.35 56.54 15.25

하천 56 0.09 54.52 14.71

유수지 105 0.17 1.86 0.50

방수설비 62 0.10 0.16 0.04

보건위생

시설

소계 23 0.04 0.89 0.24

화장시설 1 0.00 0.04 0.01

종합의료시설 22 0.03 0.85 0.23

환경기초

시설

소계 320 0.51 8.05 2.17

폐기물처리시설 29 0.05 3.50 0.94

수질오염방지시설 2 0.00 0.12 0.03

하수도 289 0.46 4.43 1.2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8

[표 2-5]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지정 현황(2017년)

(단위: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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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수 기준〉 〈면적 기준〉

[그림 2-5]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비율

교통시설이 가장 많은 양천구, 강남구, 은평구, 광진구 등에서 도시계획시설 개소수가 가

장 많다. 교통시설을 제외하면 강서구, 송파구, 서초구, 노원구에서 도시계획시설 개소수

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자치구는 생활인프라에 해당하는 공원과 학교 등 공공문

화체육시설이 다른 자치구보다 많다. 

〈도시계획시설 전체〉

〈교통시설을 제외한 도시계획시설〉

[그림 2-6]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개소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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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변화

(1) 시설 총규모는 꾸준히 증가 추세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서울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개소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의 유형과 세부시설별로 보면 시설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난

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은 계속 증가하

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부시설별로 살펴보면 민간에 의해 주로 공급되는 유통공급시

설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보건위생시설과 환경기초시설은 증가하다 최근 3~4년 사이

에 유지·감소했다.

[그림 2-7]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개소수 추이(2008~2017년)

주: 도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개소수 현황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86%)

2008년에서 2014년 사이에 시설 집계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연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여 도시계획시설 

전체와 교통시설 개소수 추이에서 도로를 제외

(2) 도시 기능에 필요한 시설은 고도성장기 대량 공급 이후 안정세

서울시가 성장기를 거치면서 도시 기능에 필요한 시설은 공급 안정세를 보이며, 증가율도 

완만하다. 일부 유통공급시설과 환경기초시설7) 등은 증가 후 유지되거나 개소수 변화가 

없다. 도시공간과 생활양식의 변화로 기능이 상실하였거나 대체시설의 등장으로 경쟁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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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한 시설, 기술발전에 따라 소요면적이 축소되는 시설 등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교통

시설 중 자동차정류장, 유통공급시설 중 가스·열공급설비와 시장 등이 감소하고 있다. 이

들 시설은 주로 민간에 의해 공급·운영된 특징이 있다.

기술이 발달하고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 확보가 요구되면서, 더 이

상 도시계획시설로 공급·유지할 필요가 없으며 민간시설로 대체가능하기 때문에 폐지나 

다른 시설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은 시설도 있다.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교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논의도 있다.

(3) 생활편의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시설은 증가 추세

주민의 기초생활 이외에 생활편의를 증진하거나 삶의 질,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시설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시설은 공간시설 중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유통공급시설 중 전기공급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공공청사, 문

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인 하천, 유수지, 방수설비 등이다. 증가

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철도, 광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는 필수시설이지만,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수설비는 임의시설8)에 해

당한다.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야 하는 필수시설과 달리 임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

정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이하 비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임의시설은 공급 개소나 증가율이 도시계획시설 통계보다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7) 교통시설은 도로, 자동차검사시설 및 운전학원, 공항 등이, 공간시설은 유원지가, 유통공급시설은 방송통신시설, 유통업무설비,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가, 공공문화체육시설은 학교, 연구시설, 운동장, 체육시설이, 보건위생시설은 종합의료시설, 

화장시설이, 환경기초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유지되고 있다.

8)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지만, 용도지역과 

기반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2015)는 이를 임의적 도시계획시

설이라 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시설을 ‘필수시설’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하는 시설을 ‘임의시설’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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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개소수 추이(2008~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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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특성

1)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입지적 여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과반수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도시

계획시설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시설인 지하철 역세권 입지 여부로 

검토하였다. 도시계획시설9)의 31%가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에, 62%가 지하철역 반

경 500m 이내에 입지하고 있다. 

주민생활에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시설과 공공문화체육시설 등이 지하철 역세권 내

에서 비교적 높은 입지 비율을 보인다. 광장, 시장, 유통업무설비, 문화시설 등은 70% 

이상이 지하철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다. 지하철 역세권에 입지하는 시설은 교통접근성이 

양호하고 고밀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해당 시설 재정비 시 생활밀착형 시설로 활용

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9] 지하철 역세권 내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현황

9) 분석대상에서 도로, 철도, 공동구, 하수도, 하천, 고압선 등 선형시설과 시 경계부에 위치한 도시자연공원 등은 제외하여 

총 9,232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이때 중복시설은 유형별로 중복 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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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지하철 역세권의 도시계획시설 비율

2) 일반 건축물보다 낮은 밀도로 향후 활용 가능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건축물인 시설에 대하여 건폐율·용적률 등을 함께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건축물로 이루어진 도시계획시설은 일반 건축물과는 다소 다른 용적률과 건폐

율 특성이 있다. 동일한 용도지역에서 일반 건축물은 해당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하는 것

에 비해,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단일용도로 필요한 면적을 설치하기 때문에 일반건축물보

다 저밀·저층 개발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중 건축물의 용적률 특성을 살펴보았다.

도시계획시설 중 건축물10)은 용적률이 평균 82.5%이며, 당해 용도지역 조례상 용적률의 

10) 공간시설 및 선형 시설(도로, 철도 등) 내 건축물, 주거지 및 건축물 밀집지역 내 기피시설(공항, 발전시설, 가스공급설비,  

화장장 등)을 제외하고, 교통시설 중 자동차정류장,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유통공급시설 중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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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용적률이 조례용적률의 50% 미만인 시설 비율은 72%로, 

준공업지역은 시설의 97%가, 일반상업지역은 84% 정도가 조례용적률의 50% 미만이다. 

용도지역상 고밀개발이 가능한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 설치된 주차장, 

시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은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조례상 용적률 대비 실제 용적률의 

비율(이하 조례용적률 도달률)이 낮다. 기반시설 특성상 일반건물과 달리 용도지역 간 개

발밀도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교통시설이나 

유통공급시설의 평균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

[그림 2-11] 도시계획시설 유형의 용도지역별 평균 용적률

주: 1종일-제1종일반주거지역, 2종일-제2종일반주거지역, 3종일-제3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로 구성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시설 용도상 자동차정류장, 유통업무설비, 학교 

등 건폐율이 낮은 시설이 있어 건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을 따로 검토하였을 때, 이

에 해당하는 10가지 시설11)의 용적률은 평균 149%이고, 조례용적률 도달률은 평균 62%

이다. 이러한 시설의 용적률은 용도지역 간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며, 이 중 주차장, 

시장,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은 일반상업지역과 제3종일반

주거지역에서 비교적 고밀로 나타난다. 이 10가지 시설은 조례용적률의 50% 미만으로 

개발한 비율이 46%인데, 향후 입체·복합개발이 가능한 일반상업지역은 도달률 50% 미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열공급설비, 시장, 공공문화체육시설 중 학교, 공공청사, 운동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중 유수지,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용적률 정보가 있는 2,417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11) 주차장, 방송통신시설, 시장, 유통업무설비,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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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비율이 81%, 준공업지역은 94%, 준주거지역은 71%이다. 이는 준주거지역, 일반상업

지역 등 주민 접근성과 상한용적률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의 향후 활용가능

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그림 2-12]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조례용적률 도달률

공공서비스 범위 확대와 생활밀착형 시설 공급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지만, 시가화지역이 

거의 개발되어 있고 지가도 높아 부지 매입에 의한 신규공급이 어려운 서울에서는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한 시설 공급이 필요하다. 이에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여건과 중

복·복합 등에 의한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지역의 거점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간적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지하철 역세권 입지여부를 

보았을 때 과반수가 역세권에 분포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하다. 이러한 도시계

획시설은 재정비시점이 도래했을 때 전략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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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의 주요 쟁점

인구·가구구조, 사회·경제 여건, 도시성장단계, 주요 도시정책, 주민 수요 등이 달라지면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및 관리 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층

이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인구구조가 변화하여 연령대별 도시계획시설 중 공급 또는 감축

해야 할 시설이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생활양식 변화, 기술발달로 인하여 공공

이 공급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면에 새로운 용도의 시설에 대한 수요

가 등장할 것이다.

고도 성장기에 도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량 공급되었던 시설이 노후화하고 이용이 

저하되면, 이러한 시설은 개선이나 교체·재건축, 용도전환, 복합화 등으로 재정비가 필요

하다. 성장단계별 주력 공급시설이 변화하기 때문에 현재 성숙기에 접어든 서울시 여건에 

필요한 시설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공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과거에는 필요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지만, 도시가 성장하면서 공간의 성격

과 위계가 달라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은 대

부분 시가화되었고 공공의 재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공 주도로 도시계획시설을 대량 

공급·관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과 같이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관리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참여로 공급방식을 다각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지역밀착형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

치제의 정착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상승하고 주민 생활에 밀착한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자치단체의 권한이 계속 확대되어 지역 상황에 맞는 섬세한 계획으로 시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의 다양한 여건별로 높아진 주민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설의 양적 

공급보다 시설의 서비스 내용과 접근성 등 질적 공급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활발

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상황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의 내용, 기준 등이 필요하며, 도시

계획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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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변화를 수용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효과적으로 공급·관리하기 위해 추진

해야 할 과제는 크게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역할, 공급 방식, 결정·설치 기준, 관리 체계

와 관련되어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변화에 관련된 쟁점사항을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3-1]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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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도시계획시설의 기능 및 역할

1) 도시계획시설의 명확한 기능·역할에 대한 정의 미미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은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정의 없이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시

설의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 유형별 시설 종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도시계획시설 규칙

에서 규정하는 시설로만 한정된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된 시설’이라는 법적인 위상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려는 목적이나 

기능·역할 등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과거 도시계획법이 제정될 때부터 기반시설의 개념을 구체화하지 않고 해당 시설을 나열

하였다. 2000년 전부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도 시설의 기능과 형태를 중심으로 유형을 구

분하고, 유형별 세부시설을 나열하였다. 2002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기존 시설의 유

형과 세부시설의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렇게 유형과 시설을 나열한 기반시설 중에

서 법적인 위상만을 부여하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목적과 기능·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

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혹은 시설 종류를 조정·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 근거, 당위성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림 3-2] 도시계획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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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방식

도시계획시설은 7가지 유형별로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규정한다. 시설 종류별 세

부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규칙에서 규정하거나, 개별법으로 위임하거나, 개별법과 도시계획

시설 규칙에서 제한적으로 제시한다. 포지티브 방식은 열거된 시설만 한정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복잡성이 심화하고 있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도시계획시설로 기능하기 어려운 시설이나 새롭게 대두된 시설에 대해 유연하게 대

응하기 어렵다.

구분 국토계획법(시설규칙)
개별법+국토계획법(시설규칙)

제한적 정의
개별법

교통시설 도로, 운하 자동차정류장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궤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 유원지, 공공공지 녹지, 공원

유통공급

시설
공동구

유통업무설비, 방송통신시설,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시장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공청사, 연구시설

운동장, 학교, 체육시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유수지, 방풍설비 방수설비, 저수지 
하천, 방화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보건위생

시설

공동묘지, 화장시설, 자연장지, 

봉안시설, 종합의료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환경기초

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자료: 국토교통부, 2016,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도시계획시설 제도개선 방안 연구 참조해 재작성

[표 3-1] 국토계획법과 개별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정의

또한, 세부시설을 정의할 때 규칙으로만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법으로 위임하게 되는

데, 같은 시설이 다른 시설로 분류될 수 있어 혼란이 발생한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로서 기능이 복합적이고 다른 시설과 중첩되는 공공문화체육시설에서 이런 경

향이 크다. 실질적으로도 공공문화체육시설 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을 지닌 시설

이 다른 유형과 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일례로 공공청사의 세부시설로 제시되는 ‘공공단

체의 업무에 필요한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세부시설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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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지원센터’에 해당하기도 한다. 서울시의 여성발전센터 중 일부는 공공청사, 일부는 사

회복지시설로 결정되어 있다. 아동센터의 경우도 지역에 따라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문

화시설로 결정되기도 했다.

[그림 3-3] 시설 유형과 용도 간 혼재 사례

기존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공급될 필요가 있었지만, 도시성장과 기술발달, 생활양식 변화

에 따라 그 필요가 낮아진 시설이 발생한다. 시설 종류를 열거하는 방식은 도시계획시설 

제외 대상 시설들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도시계획시설 종류에 대한 정비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재정비는 미흡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에서 도시계획시설 종류 중 

삭제된 시설은 삭도, 관망탑,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3건에 불과하고, 그 외에 제외

된 세부시설은 다른 시설로 통합되어 실질적으로는 남아있다. 

[그림 3-4] 도시계획시설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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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단계가 달라지고 소득수준이 향상하며 유통과 소비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 시장, 

연구시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등의 시설은 민간재 성격이 커지고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공성과 당위성이 작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건변화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시설을 정비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의 분류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유형별로 해당 시설을 나열하는 체계는 여건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된 시설에 대해 유연

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다양한 연령

대별 일자리 지원시설을 공공이 새롭게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시재생정

책이 추진되면서 관련 지원시설이나 공공임대주택 등도 공공시설로 다루어야 한다는 공감

대도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시설들은 기존 시설 범주 안에서 명확하게 분

류하기 어렵다. 노후하고 저이용되는 기존 시설을 다른 시설로 변경하거나, 복합화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용도를 전환하여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의 유형과 세부시설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

2_도시계획시설의 결정·설치기준

도시계획시설 규칙에서 제시하는 시설별 기준은 ‘정의 및 종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

기준’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정의 및 종류’에서는 시설의 용도, 목적, 해당 세부시설, 

범위를 규정한다. ‘결정기준’은 시설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입지조건과 고려사항을 제시한

다. 시설에 따라서는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 지역적 범위 등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확보할 

때 기준이나 최소면적을 규정하기도 한다. ‘구조 및 설치기준’은 시설 내에 설치하는 부속

시설의 종류와 규모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15개 시설12)에 대해서는 설치 가

능한 편익시설을 건축법 시행령의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나열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규칙에서 정의 및 종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시하지만,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

침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시설도 있고, 때로는 개별법에 위임하기도 한다.

12) 여기에는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

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한정), 종합의료시설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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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1. 정의 및 종류 �시설의 용도, 해당 세부시설 및 범위

2. 결정기준

�시설의 기능에 적정한 입지조건 및 고려사항

�용도지역

�확보·배치 기준 또는 최소 면적

3. 구조 및 설치기준
�설치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

[표 3-2] 도시계획시설 규칙의 시설별 기준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필수시설과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일반 개발행위 허가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13)로 구분된다. 임의시설로 분류되는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거나 일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의시설을 규정하면서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한다는 단서만 제시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위치·규모 등과 상관없이 임의시설이

라면, 토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어 수용권을 적용할 필요가 없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 신속하게 설치·공급하고자 할 때 일반 개발행위 허가로 설치하게 된다.

[그림 3-5] 필수시설과 임의시설

13)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을 필수시설, 도시관리계획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임의시설로 부르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 시기는 1972년 

12월 도시계획법 개정 이후이며,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5조 제1항으로 임의시설 종류를 규정한다. 국토계획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의시설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짓수로는 필수시설과 임의시설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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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양적 기준의 유지

고도 성장기에는 도시가 성장하면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하

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을 양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시설을 공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서비

스 지역 내 현황 및 계획인구를 고려한 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의 양적 기준은 부족한 도시계획시설을 일정 수준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다. 반면에 현재 시설이 양적인 기준을 충족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주민 서비스를 향상시키

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서울시 공원 현황과 생활권공원에 대한 주민 체감도는 다소 다르게 나타

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에는 어린이공원과 근린생활

권·도보권 근린공원의 거리기준14)이 있지만, 도시공원 확보 기준에 따른 공급이 우선한

다. 도시공원 확보기준은 도시 전체적으로 1인당 6㎡이며, 기성 시가지에서는 1인당 3㎡

이다. 2016년 서울시 도시공원 확보 현황은 1인당 11.3㎡로 도시공원 확보 기준을 상회

한다. 반면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권·도보권 근린공원, 가로공원 등 주민이 도보

로 이용 가능한 생활권공원은 1인당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15). 또한, 걸어서 접근 

가능한 생활권공원이 일정거리(250m) 이내에 없는 생활권공원 소외지역이 여전히 있다. 

생활권공원 종류의 현황도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생활권공원 개소수에

서 어린이공원의 비율은 66%로, 21%를 점유하고 있는 소공원보다 3배가량 많다. 이용대

상 중 유소년 비율이 낮아지고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수요

에 비례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수요가 높은 시설을 추가 공급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

14) 도시공원법에 따른 생활권공원의 설치 및 규모 기준

공원구분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유치거리 제한 없음 250m 이하 500m 이하 1천m 이하 제한 없음

 규모 제한 없음 1천5백㎡ 이상 1만㎡ 이상 3만㎡ 이상 10만㎡ 이상

15) 서울통계에서 발표한 2016년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은 5.4㎡인데, 서울통계의 생활권공원면적 산정식은 도시자연공원×0.08+

근린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체육공원이다. 여기서 생활권공원은 도시공원법이 정의하고 있는 생활권공원(소공원, 어린이공

원, 근린생활권·도보권·도시지역권·광역권 근린공원) 중 도시지역권·광역권 근린공원을 제외하고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에 의한 

가로공원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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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을 중시하며 생활밀착형 시설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역적 불균형 

없이 양질의 서비스가 적절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여부가 총량보다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생활수준 향상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의 확보 기준은 양적 기준에서 서

비스 내용 및 접근성 등 질적 기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림 3-6] 도시공원 면적 및 1인당 도시공원 면적

자료: 서울통계

[그림 3-7] 생활권공원 면적 및 1인당 생활권공원 면적

주: 생활권공원은 도보로 접근가능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권·도보권 근린공원, 가로공원으로 한정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도시공원 분포〉 〈생활권공원 소외지역〉

[그림 3-8] 도시공원 분포 및 생활권공원 소외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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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수 기준〉 〈면적 기준〉

[그림 3-9] 생활권공원 종류별 비율

2) 신규공급 중심의 기준 체계로 인해 변화 대응 부족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1979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으로 제정되었고, 

2002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으로 변경되었다. 제정된 

이후 40년 가까운 기간이 지났지만, 시설별 정의 및 종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제시하는 규칙의 체계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규칙이 제정된 1979년 당시는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도시성장이 진행된 시

기로, 규칙의 내용은 시설의 공급에 맞추어져 있었다. 이제는 도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

도록 하는 시설이 이미 충분히 공급된 반면에, 성장기에 한꺼번에 공급되었던 기존 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비와 조정이 시급해졌다.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이러한 변화

에 대응하지 못하고 과거 공급 중심의 기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시설

을 모니터링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시기 또는 지역에 대한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해 

지역의 변화에 따른 대응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1979년 도시계획시설 규칙 중 초등학교 확보·설치 기준에 따르면, “근린주구단

위”로 설치하고 가급적 주구의 중심시설이 되도록 하며 통학거리는 1,000미터 이내로 규

정하고 있다. 현재 기준은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에 1개 비율”로, 통학거리는 1,500미

터 이내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은 시설의 공급 기준에 한정하는 기존 체계를 유지한 

채 서비스범위와 통학거리만을 바꾸었다. 정작 필요한 시설의 서비스 적정성을 검토하거

나 학령인구의 변화에 대응하는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정비 및 변경을 위한 기준과 체계가 필요하다.



40 /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

3) 경직적인 도시계획시설 제도와 규칙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계획법과 시행령, 도시계획시설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

어, 지자체별로 유연하게 운영하기 어려운 체계이다. 도시의 인구 및 규모, 성장 단계, 주

요 산업 등 특성에 따라 도시별 여건이 다양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공급방식도 도시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도시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제도

가 운용되고 있어, 서울시에서는 원활하게 적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먼저 도시별로 다른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동일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결정기준에 단서조항이 붙게 된다. 일례로 학생 수 확보, 교통수단 등 초등학교 

설치 여건은 대도시와 소도시 간, 도시와 농촌 간에 다를 수밖에 없어, 도시계획시설 규칙

은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마다 단서

조항을 제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지역별 다른 여건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불충분

하다. 도시 여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를 개선해야 한다.

도시여건에 따라 작동하기 어려운 도시계획시설 관련 제도 중 하나가 수용·사용권이다. 

수용·사용권은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수용·사용권으로 성장기에 도시계획시설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었지만, 도시

의 성장 여건에 따라서는 그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시가화지역 내 개발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시에서 이미 개발된 부지에 공공이 수용권을 행

사할 때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핵심 기제인 수용·사용권도 지역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 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추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계획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당사자와 협의과정이 선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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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무효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사례: 공영주차장

�위치: 중구 신당동 

�2015년 12월 중구 성곽길 일대 4,275㎡ 부지에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9,704㎡ 규모, 199면의 

주차면수를 갖춘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주택 34개 필지(4,275㎡), 52가구 대상 토지 수용 추진

�2016년 3월 사업 대상지 거주민단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제기

 - 중구청은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립한다고 하였지만, 주민은 일대 지역의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하고 노인거주율이 높아 차량보유율이 낮은 지역의 주차현황을 조사하여 중구

청의 사업 타당성을 반박

 - 자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가옥주조차 토지보상비로는 서울시 내에서 현 수준의 주거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주지 유지를 요구

�2018년 6월 대법원은 주거권 제한을 이유로 토지수용 무효 판결

 - 법원은 공영주차장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는 경우는 단순한 

재산권 제한을 넘어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

하려면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

자료: 아시아경제, 2016.3.2., 중구 다산동 성곽길 주민 92.8% “주차장 필요 없어”

아시아경제, 2018.8.20., “최창식 전 중구청장 밀어붙인 다산동 성곽길 공영주차장 건설 패소” 

4) 임의시설의 미래지향적 활용 어려움

임의시설은 상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도 있고 일반 개발행위허가로 설치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용·

사용권이 부여되어 토지확보가 용이하고(국토계획법 제95조), 용도지역·지구 안에서의 건

축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2조). 

임의시설을 설치할 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

진할 수 있다. 수용권 등 도시계획시설의 특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로 

추진한다. 이러한 시설은 용도를 변경하는 것도 용이하여 수요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

할 수도 있다. 반면에 주변 지역의 여건이 달라져 개발압력이 커진다면, 도시계획시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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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신규 시설을 설치할 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추진하는 경우 토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

공공문화체육시설은 운동장과 학교(유치원 제외)를 제외하고 임의시설인데, 서울시 공공

문화체육시설의 세부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은 전체의 절반 미만이다. 주민센

터는 전체 시설의 42%, 종합사회복지관은 47%, 노인종합복지관은 26%, 도서관은 30%16)

만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개발행위 허가

장점

•수용권에 의한 원활한 토지 확보로 미래수요를 위

한 선제적 대응과 공급의 지속성 보장

•도시계획적 영향 고려 가능

•용도지역 내 건축제한 완화, 세제혜택 등 특례 적용

•절차 미이행에 따른 신속한 공급

•수요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는 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복합화 용이

단점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장기화

•기존 시설에 대한 중복결정 시 개별법 간 충돌, 

부서 간 협의 어려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장기미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수용에 대한 주민 저항 시 행정력 낭비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개발압력으로 

시설 변경 가능(공급의 지속성이 담보

되지 않음)

•토지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 토지 매입

에 따른 사업 장기화, 무산 우려

[표 3-3] 임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개발행위 허가 시 장·단점 비교

임의시설 중에서는 유사한 규모와 위계·기능을 갖춘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설치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자치구청사나 시립 노인종합복지관과 같이 지역거

점 역할을 하는 시설 중에서도 어떤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지만, 또 다른 시설은 비도시계

획시설로 설치한 사례가 있다. 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수용권 행사 측면에서만 역할을 

하며 계획적 관리 기능에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개발행위허가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설

을 용이하게 설치하여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 유리할 경우 임의시설로 설치하며(국

토교통부, 2016), 그 범위는 계속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용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는 임의시설을 비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게 되면, 장래 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시설을 

16) 자료 출처는 서울시 사업부서별 내부자료이며, 비율은 사업부서별 데이터에서 추출한 시설 대비 도시계획시설 비율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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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공유시설이 제대로 이용되고 있을 경우 부서 간 

칸막이 현상으로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미래 수요

를 고려하지 않고 쉽게 매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

로 용도 등을 고정하고 향후 변경 시에도 절차를 통해 진행하여 무분별한 시설의 폐지를 

제한하고 있지만, 비도시계획시설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구분 시설 개요 현황 사진

공공

청사

도시계획

시설

송파구청

대지면적: 9,833.1㎡

연면적: 29,747.9㎡

건폐율: 38.5%

용적률: 267.0%

비도시

계획시설

종로구청

대지면적: 8,673.7㎡

연면적: 21,860.9㎡

건폐율: 52.4%

용적률: 237.2%

사회

복지

시설

도시계획

시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대지면적: 2,088.3㎡

연면적: 2,995.5㎡

건폐율: 34.4%

용적률: 99.5%

비도시

계획시설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대지면적: 1,708.0㎡

연면적: 2,771.4㎡

건폐율: 37.8%

용적률: 103.4%

사진 출처: http://map.daum.net/

[표 3-4] 임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미결정 사례

일례로 국유지에 위치하였던 비도시계획시설인 파출소의 소유권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

로 이전되면서 공단이 해당 부지를 민간에 매각했다. 민간은 매입한 부지를 사적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파출소 이전을 경찰청에 요구했지만 경찰청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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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했고, 2018년 11월 현재 2심까지 승소하였다. 지역 주민들이 파출소의 현재 위치를 

유지하도록 요구하였지만, 파출소는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공시설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도시계획시설로서 유지하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

인 사례다.

서울시는 공공시설을 신규로 공급해야 할 때 높은 지가로 인하여 부지 확보가 어려우므

로,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비도시계획시설인 공공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

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임의시설에 대해 정책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을 제시

하며, 사업추진 방식상 비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더라도 설치 이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하여 시설을 확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비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의 민간 매각 사례: 파출소

�위치: 용산구(이촌동)

�부지면적: 1,426㎡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시설 유형 상 공공청사인 파출소를 

비도시계획시설로 1975년 7월 설치

�국유지였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소유권 이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파출소 부지를 2007년 민간사업체에 매각

  - 계약 시 특약조건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

용제한은 매입자가 책임지는 것을 포함

�매입자 측은 부지활용을 위해 경찰청에 파출

소 이전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

아들여지지 않자 2013년 파출소 부지 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7년 승소, 

2017년 7월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2018

년 7월 1심 및 11월 2심 승소

�2017년 11월 주민 3,000명은 파출소 철거를 반대하는 탄원서 제출

�주민 치안을 위해 기능하고 있는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 민간에 쉽게 매

각하고 용도를 제한할 수 없어 원시설을 이전해야 하지만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자료: 연합뉴스, 2018.08.30., “이촌파출소 철거 위기에 경찰 ‘골머리’···주민들 “현위치 고수”” 참조해 작성

사진 출처: 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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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도시계획시설의 공급방식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이 공익성·공공성을 기반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급한다.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대량의 기반시설을 공급할 때 공공의 재정으로 모두 충당할 수 없

었기 때문에 민간도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으로 민간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지만 공공재원의 부족으로 수용이 추진되지 못해 장기미집행시설

이 발생하였다. 이후 다양한 도시계획시설의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공공의 재정은 제한

적이므로, 도시계획시설 공급에서 민간의 역할은 여전히 필요하다.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째는 사유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고 민간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는 민간이 시설을 설치

해서 공공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설치하되 운영권과 임대

료 등으로 투자금을 보전하거나 건축규제 완화, 개발사업 허가를 조건으로 공공에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그림 3-10] 공급방식별 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 참여 방식

1) 공공성을 근거로 민간소유 도시계획시설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

도시계획시설 중 민간이 소유할 수 있는 시설 종류는 한정되어 있다. 무상귀속 대상인 국

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설치할 수 없다. 이용특성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재적, 요금재적, 민간재적 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17). 민간이 설

17) 공공재적 시설은 특정이용자의 배제가 불가능하고 소비의 경합이 없으며 민간에 의해 공급되기 어려워 주로 공공에 의해 

공급되는 시설이다. 반면 민간재적 시설은 경합적 소비와 배제가 완벽하게 가능하고 시장시스템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공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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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할 수 있는 시설 중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 시설은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이며, 대부

분 요금재적 성격과 민간재적 성격을 가진다.

구분
공공재적 요금재적 민간재적

공공만 설치 민간 설치 가능 공공만 설치 민간 설치 가능 민간 설치 가능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궤도, 운하,

자동차정류장

자동차·건설기계

검사시설/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원 유원지

유통공급

시설
공동구 수도공급설비

전기/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송유설비

유통업무설비, 시장　

공공문화

체육시설

공공청사, 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학교, 운동장,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연구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방풍/방수/

사방/방조설비

저수지

보건위생

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

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주: 기울임체는 필수시설 또는 일부 종류와 규모만 임의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자료: 서울특별시, 2010,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pp.14~15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표 3-5] 도시계획시설의 이용특성 및 공급주체별 분류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아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공공

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되며, 결정에 대한 당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세부시설인 골프장은 2003년 규칙에 도입되었지만, 2011년 체

육시설 정의의 전문개정에 따라 삭제되었다. 개정 이유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익성이 있

는 시설로 한정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때문에 공급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서비스의 안전성·규격기준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 시설이다. 요금재적 

시설은 이용대가의 지불여부에 따라 특정 이용자의 배제가 가능하지만 소비의 경합은 없으며 공공재적 특성으로 공공에 

의한 적극적인 공급과 관리가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서울특별시, 2010,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에 따른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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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사회복지시설도 2010년에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시

설에서 제외되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시설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범위

에 포함되어 용도지역 건축제한 완화와 수용권한의 혜택을 가지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

이다. 골프장과 분양·임대 목적의 사회복지시설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외되었지만, 유통

업무설비 중 대형마트, 시장, 유원지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 시설은 여건변화로 과거와 달리 공공재적 역할보다 민

간재적 역할이 큰 시설로 도시계획적 규제가 필요하지만,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으로

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당위성이 크지 않다.

이러한 논란은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 

그 결과 민간소유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수용권을 이용해 영리를 추구하는 수

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반면에 공간 변화와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기능이 저하된 기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과도한 사유재산침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과거 도시 외곽

에 입지하였던 민간소유의 자동차정류장이 도시 확장에 따라 기능이 저하되었지만, 공공

이 매입하지도 않은 채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을 재정립하고 민간소유의 도

시계획시설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2) 민간이 참여하여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범위가 한정적

생활권공원, 지역단위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등 생활인프라에 대한 높은 수요에 대응하

여 추가적으로 부지·건물 등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생활인프라는 공공이 공급해

야하는 시설이지만, 재정 여건상 공공이 생활인프라 전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생활인프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공공의 일방적인 공급방식에서 벗어

나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에 의한 시설 공급은 개발행

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기 어렵다.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

자법, 공유재산법 등 제도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필요한 때에 진행할 수 있다. 서

울에서도 다수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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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법으로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30건의 민간투자사업이 진행·운영 중에 있다. 시

설은 도로, 도시철도, 노외주차장, 폐기물처리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이

며, 노외주차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로 도로, 도시철도, 주차장 등 사업성

이 일정 정도 보장되는 대규모의 교통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설치하고 있다.

서울시가 교통시설 위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면, 자치구는 교통시설 이외에도 환경

기초시설(폐기물처리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인프라는 지역 밀착형 시설이므로 자치구가 사업주체가 될 수밖에 없으며, 생

활인프라에 대한 높아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자치구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무관청 시설유형
사업

유형

운영 중 시공 중 시공 준비 중 전체

정부

고시

민간

제안

정부

고시

민간

제안

정부

고시

민간

제안

정부

고시

민간

제안
계

서울시

계 13 3 1 2 14 5 19

도로 BTO 1 2 2 1 4 5

노외주차장 BTO 11 11 11

도시철도 BTO 1 1 1 2 1 3

동대문구

계 1 2 1 2 3

폐기물처리시설 BTO 1 1 1

노외주차장 BTO 1 1 1 1 2

마포구 노외주차장 BTO 1 1 1

강남구

계 7 7 7

노외주차장 BTO 5 5 5

노인의료복지시설 BTL (1) (1) 1

생활체육시설 BTL (1) (1) 1

전체 21 5 1 2 1 23 7 30

자료: 기획재정부, 2018a, 2017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표 3-6] 2017년도 서울시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민간투자로 생활인프라 설치사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금

조달 등을 위해 사업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마을단위의 생활인프라는 수

익성이 없고 소규모이므로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자치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시설의 특

성과 사업시행자인 자치구의 여러 여건으로 마을단위 생활밀착형 시설은 민간투자사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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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러한 조건을 극복하고 민간이 다양한 생활인프라 설치사업에 

참여하여 열악한 공공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생활인프라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추진을 담당하는 공공주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3) 민간 참여 확대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제도

일반적으로 특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에 단일 용도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게 되

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입체적 결정, 공간적 

범위 등 입체·복합화 방식도 시행할 수 있다. 중복결정은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같은 토지에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입체적 결정은 도시계

획시설 부지가 아닌 일반 부지에서 시설이 위치하는 일부만을 대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

정을 하는 것이다. 공간적 범위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계획시설만 설치한다는 원칙

에도 불구하고 단서조항을 달아 일반 건축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부지에 

대한 평면적 결정을 시설에 대한 공간적 범위로 변경하여 결정하게 된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는 1982년에 제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여러 가지 제한으로 

적용사례가 많지는 않다. 중복·복합화는 주로 중복결정이 활용되고 있으며, 민간이 참여

하는 입체적 결정이나 공간적 범위 결정은 저조하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는 국토

계획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시행령(공간적 범위)이나 도시계획시설규칙(중복·입체 결정)에

서 규정하고 있다. 근거제도가 법률이 아니므로 다른 시설 관련 법률과 연계되지 못해 중

복·복합으로의 변경과 적용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근거제도의 낮은 위상과 함께 도로법, 

건축법 등 관련법 간 충돌도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가 저조한 이유로 꼽을 수 있다18). 

18) 서울시 시가화면적의 23.1%를 차지하는 도로는 지하 이외에 상부공간도 중복·복합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지만, 도로법으로 

인해 효율적 토지이용이 제한된다. 도로는 도로법에 따라 사권(私權) 설정이 불가능하여 도로에 대한 입체·복합개발에는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기 어렵다. 도로의 입체·복합화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 상하부 점용허가로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여 

활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제한적이고, 점용료와 공유재산 사용료도 납부해야 한다. 

최근 도로의 입체적 활용에 대한 제한적 요소를 개선하고 민간이 도로 상·하부 입체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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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근거 내용

중복

결정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3조 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

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입체

결정

도시계획시설 

규칙 제4조 ①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다.

공

간

적

범

위

국토계획법

제64조 ①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

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61조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군계

획시설을 결정

2.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한 

경우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

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 관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신·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

[표 3-7]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관련 법·제도

4)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범위가 제한적 

공공시설의 운영은 시·구청, 시설공단이 하거나 시·구청의 투자·출자·출연기관, 정부 산하

기관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에게 위탁하고 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공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위탁 민간 기관으로는 일반기업, 법인사업자 등을 비롯하여 비영리단체, 재단법인, 사단법

인,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 비영리기관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이 있다. 위탁기관의 경우를 비영리기관, 사회적기관, 영리기관으로 구분한다면19), 서

울시 관리 시설20)의 71% 정도를 비영리기관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19) 노동조합, 비영리단체,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시민단체, 의료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등을 비영리기관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을 사회적기관으로, 법인사업자, 일반기업, 주식회사, 협동조합을 영리기관으로 분류한다.

20) 2018년 1월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시설 중 비도시계획시설까지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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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에 대한 민간 위탁운영을 예산지원형과 수익창출형21)으로 구분할 때 서울시 시

설은 대부분 예산지원형(89%)에 해당하며, 수익창출형은 전체의 11% 정도이다. 수익창

출형 28개 시설 중 공공기관이 8개(29%), 비영리기관과 영리기관이 각각 10개(36%) 시설

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수익창출형 시설은 기업 지원 및 전시시설, 문화·관광시설, 체육시

설, 노인복지 및 공공의료시설, 주민편익시설, 교육 및 청소년 수련 시설, 재활용센터, 공

공기관 구내식당 등 약 12개 종류로 한정되어 있다. 수익창출형 시설에 대해 비영리민간

기관은 주민 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영리민간기관은 기업지원과 교육시설을 주로 위탁운

영하고 있다.

자치구에서도 민간 위탁운영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며, 그 외 시설은 공단·자치구 

출자재단 등 공공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다른 자치구와 달리 은평구는 민간 위탁운영 

시설 범위를 도서관으로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은평구 구산동 도서관 마을 지역의 도서

관 건립을 위해 협력했던 각종 지역주민단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당해 도서관

을 위탁운영하는 사례도 생기고 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운영 시설을 확대해 서비스를 향상하고 공공재정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의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하기 위해 마을단위 소규모 공

공시설에 도시재생 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구분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적단체 영리기관 총합계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시설 수 비율

수익창출형 8 28.6 10 35.7 - - 10 35.7 28 100.0

예산지원형 25 11.3 167 75.2 4 1.8 26 11.7 222 100.0

계 33 13.2 177 70.8 4 1.6 36 14.4 250 100.0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8년 1월 기준

[표 3-8] 서울시(본청) 공공시설 위탁기관 비교

(단위: 개, %)

21) 예산지원형(시설형 위탁)은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의 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위탁한 시설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 수입으로 하는 협약 체결이 가능하다. 반면, 수익창출형은 시의 예산지원 

없이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위탁사무로서,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을 일정한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서울특별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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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업 

지원 

시설

전시

시설

문화

시설

관광

편의

시설

체육

시설

(운동장)

노인

복지

시설

공공

의료

시설

주민

편익

시설

교육

시설

청소년 

수련

시설

재활용

시설

구내

식당
계

공공 　 2 1 1 2 　 1 1 　 　 　 　 8

비영리 　 　 　 　 　 2 3 2 1 2 　 　 10

영리 3 　 　 　 1 　 　 　 3 　 1 2 10

계 3 2 1 1 3 2 4 3 4 2 1 2 28

자료: 서울시 내부자료, 2018년 1월 기준

[표 3-9] 수익창출형 시설 종류

(단위: 개, %)

4_도시계획시설의 관리체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이행 시 시설 종류, 규모, 위치 또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에 따라서 

결정 절차가 조금씩 달라진다22). 도시관리계획 입안은 시장 및 구청장이 할 수 있고, 구청

장이 입안한 시설 중에서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결정권한을 가진다.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시설 종류는 권한위임을 규정한 국토계획법 제139조 제2항 및 도시계획조

례 제68조 제1항을 근거로 도시계획조례 [별표4] 제2호에서 제시한다. 

서울시는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조례로 14개 시설에 대해 구청장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하였으며 2008년 16개, 2018년 20개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구청장 결정권한 위임

사항은 대상시설별로 폭이나 부지 규모, 세부 종류 등이 제한되어 있다. 권한위임 확대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보다 지역밀착형으로 결정 절차를 줄여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확대될 필요

가 있다. 기존에는 도시계획시설의 공급과 결정에 대해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여건변화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22)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따르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법 제52조에 따른 시설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결정 절차 과정 중 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시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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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시기 구분 시설 종류

2000.7
신설

(14개)

도로(폭 12m 이하, 구도), 광장(도로폭 12m 이하, 구도 접속), 부지 3천㎡ 

이하 주차장·운동장, 소하천, 공공공지, 공공청사(지역단위청사), 학교(유아원, 

새마을유아원), 200석 이하 도서관, 수도(저수용량 5천 톤 이하 배수지 및 가압

장), 전기공급설비(소형변전소 154kV 미만, 관련 송배전시설), 가스공급설비(정

압기, 배관), 방수설비, 사회복지시설

2001.11 추가(1개) 하수도(직경 900mm 미만)

2003.7 변경 운동장→체육시설(3천㎡ 이하)

2008.7
변경

공공공지: 3천㎡ 이하로 한정

하수도: 직경 900㎜ 미만 → 전체(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거는 제외)

추가(1개) 3천㎡ 이하 청소년수련시설

2010.1 변경 주차장: 부지 3천㎡ 이하 → 5천㎡ 이하

2012.7 변경 학교: 초·중학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결정 추가

2018.10
추가

(4개)

부지 3천㎡ 이하 문화시설(전시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 

대상 제외), 3천㎡ 이하 시장, 어린이공원, 소공원(면적 축소, 폐지는 시장 사전 

동의)

자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별표4]

[표 3-10] 시설결정에 관한 자치구 권한위임 사무의 변화



54 /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쟁점과 과제

1)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파악 어려움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만, 그 

외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실태파악과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설치시기, 공급방식, 

이용실태, 성능 수준, 재정비 시점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초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임의시설 중 비도시계획시설이나 자치구가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도시계획시설 외에는 시설별 전체 현

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임의시설은 사업부서가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자치구 

결정 시설현황에 대해서도 개별시설별 공급은 알 수 있지만, 시설차원에서의 공급 정도, 

이용실태 등은 알기 어렵다. 자치구 권한위임이 확대되면서 자치구와 서울시 간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한 정보 교류와 협의 등이 더욱 필요하지만, 상호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구청장 결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실태: 주민센터

�위치: 도봉구 방학동 

�2004년 12월 도봉구청은 방학동 일대 580㎡에 대해 공공청사(주민센터)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8년 행정동 통폐합으로 당해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없이 문화센터(문화시설)로 변경 

활용

�2013년 문학관(문화시설)으로 변경

�자치구청 결정 도시계획시설의 이용 현황 등을 서울시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움

〈문화센터(2008년 9월 개관)〉 〈문학관(2013년 11월 개관)〉

사진 출처: 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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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부채납시설의 이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서울시에서 기부채납시설은 

주로 정비사업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는 조건으로 제공된다. 이런 

사업에서 제공하는 기부채납시설은 주로 마을 단위 시설이며, 대규모 공공시설을 기부채

납하는 사전협상대상구역 내 시설이 아닌 이상 자치구가 기부채납시설을 관리한다.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 마을단위의 생활인프라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되기

도 하지만, 대부분 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에서 기부채납으로 공급되고 있다. 2001년 이후 

신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시설은 63%, 사회복지시설은 59%가 각종 개발사업으

로 공급되었는데, 이는 기부채납에 해당된다. 

민간이 추진하는 정비사업, 주택사업, 건축허가 등에서 공급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시

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무상귀속과 기부채납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이력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조서에 기부채납에 의한 공급

여부를 기재한 경우는, 문화시설이 2001년 이후 신규 결정된 전체 124건 중 1건, 사회복

지시설이 전체 260건 중 2건에 불과하다. 

기부채납시설은 무상귀속시설처럼 원시 취득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이전 등 행정처리가 

시행되어야 하고, 공급방식에 대한 이력 등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치구청이 기부채

납시설에 대한 등기 이전을 누락하는 경우도 있어, 기부채납시설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시

설의 전반적인 이력관리가 필요하다.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그림 3-12] 기반시설 설치 사업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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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용도 전환 등의 제도적인 제약조

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부채납시설은 부관(附款)에 따라 부과되므로 ‘부당결

부금지(不當結付禁止)의 원칙23)’이 적용된다.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의해 기부채납시설은 

해당 사업구역과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김지엽 외, 2016). 이런 조건하에 기부자와 소유권자 간 쌍무계약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는 기부채납 시설의 속성으로 인해, 소유권이 공공에 이전된 후 지역의 여건 및 수

요 변화로 시설의 효용도가 상실할지라도 소유자인 공공이 기부채납시설의 용도를 임의

로 변경할 수 없다. 노후하고 이용이 저조한 기부채납시설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

만 제도적인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면, 향후 이러한 시설은 방치될 가능성도 있다.

[그림 3-13] 기부채납 도시계획시설의 속성

2)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체계 미비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제한

그동안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이 정책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기존 시설을 효율적

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정책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정책을 전환하기 위해서

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실태와 비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하는 임의시설의 전체적인 공급·관

리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는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

획과가 담당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행정 업무를 시행한다. 시설의 설치·관리 등 업

무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담당한다. 도시계획시설 관리 주체는 시설 종류에 따라 다르기도 

23) 행정청이 어떤 행정활동에 대해 그것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원칙이다(위키백과 참조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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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동일 시설이더라도 규모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로 나뉜다. 도로, 주차장, 근린공

원, 광장, 수도, 전기공급설비, 공공청사, 하수도 등이 이런 시설에 해당한다. 

시설별 사업부서와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계획과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

외에 이용실태, 노후화 정도와 재정비 시점 및 방식 등 시설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사업·관리부서별로 시설의 이용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원활히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개별 부서별로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을 

다른 시설로 전환하거나 중복결정을 통해 다른 용도를 추가할 경우에 서울시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활용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 

구분 기준 관리주체

교통시설

도로 폭 20m 미만 또는 구도(區道)/폭 20m 이상 자치구/서울시

주차장 3천㎡ 이하/초과 자치구/서울시

자동차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화물터미널 비행정청

공간시설

공

원

도시자연공원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된 공원도 포함 서울시

근린·주제공원 면적 10만㎡ 미만/이상 자치구/서울시

소·어린이공원 - 자치구

기타 시장이 설치·관리 서울시

녹

지

완충·연결녹지 국가 및 시 관리시설 주변/서울시 관리 이외 서울시/자치구

경관녹지 - 자치구

유원지 - 자치구

광장 폭 20m 이하 도로에 접속/자치구 관리 이외 자치구/서울시

공공공지 - 자치구

유통공급

시설

수도 저수용량 5천 톤 이하의 배수지/자치구 관리 이외
자치구/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기공급설비 154kW 미만/이상 자치구/한국전력공사

시장 - 자치구

공공문화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 자치구

공공청사 지역단위청사/지역단위청사 외 자치구/서울시

운동장 구청장 설치시설/서울시장 시행 사업
자치구/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학교 - 서울시 교육청

보건위생 하수도 직경 9백㎜ 미만/이상 자치구/서울시

자료: 서울특별시, 201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p.26 보완 재작성

[표 3-11] 도시계획시설별 관리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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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10년에 ｢도시계획시설 중복·복합화 운용기준｣(이하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중

복결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운용기준에서는 도시계획시설 37종 중 공동구

를 제외한 36종에 대해 평면적 중복결정을 허용하였다.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현황

을 살펴보면,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제외한 35종에서 중복결

정되었다. 이 중 도로, 철도, 공동구, 하천, 하수도 등 선형의 시설과 지하나 시설의 극히 

일부에 중복된 경우를 제외한다면, 30종의 시설이 다른 시설과 중복결정되어 있다. 도로

는 거의 모든 시설의 종류와 중복결정되었는데, 도로 이외에는 주차장을 비롯하여 문화시

설, 공원, 유수지, 방수설비 등이 다른 시설보다 다양한 시설과 중복되었다.

반면 시설별 중복결정은 저조하다. 예를 들어 주차장은 지상과 지하에 모두 설치할 수 

있는 특성상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복결정이 용이하며 다양한 시설과 중복결정

이 가능하다. 다른 시설보다 중복이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중복결정된 주차장은 161개소

로, 전체 771개소 중 21% 정도에 불과하다24). 

도시계획시설의 중복·복합화 운용기준에서는 주차장은 29종과 중복할 수 있는 것으로 제

시하고 있는데, 실제 중복하고 있는 시설은 17종이다. 공원과 중복이 가장 많고, 그다음

은 학교, 공공공지, 유수지 순이다25). 주로 공간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과 중복하고 

있는데, 이 중 공원과 학교는 주차장이 중복되어 결정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림 3-14] 주차장과 다른 도시계획시설 간 중복결정 현황

24) 원시설이 주차장이 아닌 것까지 포함하였다.

25) 도로, 철도, 하천을 제외한 현황이며, 2개 종 이상 중복인 경우 각각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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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이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주차장법 등 제도적인 한계보

다는 사업부서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시설의 이용이 저조

하거나 다른 시설로 전환이 필요할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다른 부서와 정

보 교류나 협의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향후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시

스템을 마련하여 정보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주차장법 중복시설 규모 제한 사례: 공영주차장

�위치: 중구 중림동(3,259.6㎡)

�도시계획적 사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1999년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2008년 10월 지하주차장,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로 중복결정

�기존 주차장에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를 중복시설로 설치 시 계획된 지하 2층(주차장), 지상 

4층(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은 주차장 이외의 시설이 전체 시설의 56%를 차지해 주차장법 시행규

칙에 부적합

- 법규를 준수하며 필요 공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불필요하게 과대 개발되는 문제 발생

�자치구청장 권한위임에 따라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으로 계획한 

규모보다 확대된 지하 2층(주차장), 지상 7층(업무시설, 노유자시설, 근생시설)의 종합복지센터 

건립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에 의한 사업 실행계획〉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종합복지센터 건립〉

그림·사진 출처: http://www.junggunews.com/(좌); http://map.daum.net/(우)

자치구의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자치구청장의 권한 위임 범위가 늘어났지만, 실

제 도시계획시설 관련 전담 조직은 미비하다. 도시계획시설을 전담하는 인력을 배치한 자

치구는 중구, 관악구, 도봉구 등에 불과하다. 대부분 자치구는 도시계획시설 담당자가 다

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종로구, 광진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등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없는 자치구도 있다. 관악구는 도시계획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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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반시설계획팀을 구성하였고, 서초구는 도시계획과의 도시계획팀과 도시개발팀 2개 

팀에서 시설별, 지역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다른 업무와 병행하고 있다. 관악구의 기반시설

계획팀을 제외한다면, 자치구 내 도시계획시설 전담조직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26).

구분 단독 분담

전담 중구, 관악구(기반시설계획팀) 도봉구(4)

다른 업무와 병행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2), 마포구(3), 양천구(2), 강서구(3), 

구로구(2), 금천구(3), 동작구(3), 서초구(7), 

강남구(3), 송파구(3)

담당자 

없음

장기미집행 

시설만 관리

종로구, 광진구, 서대문구, 

영등포구

- 강북구, 강동구

주: ( )는 담당자 인원(명)

자료: 각 자치구 홈페이지(2018년 9월 기준)

[표 3-12]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관련 조직 현황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 차

원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기능, 규모 등에 따

라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역할분담도 필요하다. 칸막이 행정의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계획시

설 활용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부서에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전체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되고 미래를 대비한 도시계획시설의 정비·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건변화에 따라 제기되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상의 쟁점을 도시계획시설의 기

능 및 역할, 공급방식, 결정·설치기준, 관리체계 등 4가지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도출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의 쟁점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과제는 다음 장에서 

제시한다.

26) 자치구청에 따라 도시관리국/도시계획국/도시환경국 내 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도시개발과의 도시계획팀/도시관리팀/도시개

발팀/도시환경정비팀 등으로 구성하여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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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쟁점 대응과제

기능 

및 

역할

도시계획시설의 명확한 기능·역할에 대한 

정의 미미
정의를 토대로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도시계획시설 

나열 방식 

유형 분류, 세부시설 규정 체계, 시설 종류 등 

재정비 

결정·

설치

기준

고도 성장기에 만들어진 양적 기준이 현재

에도 시설 확보 기준의 중심

도시계획시설의 양적 기준에서 접근성 등 질적 

기준으로 전환 필요

신규 공급을 위한 초기 기준 체계 유지와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부재

여건변화에 따라 시설의 정비/변경을 위한 기준

과 체계를 마련

경직적인 도시계획시설 제도와 규칙 적용
도시 여건에 부합한 도시계획시설 공급 및 사업

추진 방안 마련

임의시설의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인한 

미래 대비 어려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공급 

방식

공공성을 근거로 할 때 사유지 도시계획

시설의 당위성에 대한 논란 계속

도시계획시설의 목적을 재정립하고 사유지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 마련

민간이 참여하여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범위

가 한정적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성 개선 및 지원 

방안 마련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제한하는 

제도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가 실질적으로 가능

하도록 제도 개선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범위가 제한적 
민간 운영 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방안 

마련 

관리

체계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파악 및 이용실태 

파악 어려움

시설에 대한 적극적 운영관리와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역할분담 필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체계 미비에 따른 

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제한

서울시 차원의 미래 비전 마련과 전략적 정비·

활용 방안 모색, 관리체계 구축

[표 3-13]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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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여건변화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의 정책방향 및 과제

1_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정책방향

서울시가 다양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급·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시

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둘째,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셋째, 공급·운영 

방식을 다각화하며, 넷째,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공급한다.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서울형 도시계획시설의 정의를 

확립한다. 서울형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의 기능을 유지·보호하고 장래 성장과 변화에 대

비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도시인프라)과 도시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적인 시설(생활인프라)이다27).

서울형 도시계획시설의 기능·역할에 부합하도록 도시계획시설의 유형을 재정비한다. 도시

계획시설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시설유형은 크게 도시인프라와 생활인프라로 구분한다. 

세부시설은 도시인프라와 생활인프라에 대하여 개별 시설의 기능과 용도를 중심으로 분

류한다. 

도시인프라는 도시 기능을 위한 필수시설인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상·하수도, 에너지공

급시설, 하천 등 방재시설, 도시자연공원 등과 경제활동을 위한 물류·유통시설 등으로 분

류한다. 생활인프라에는 생활밀착형 지원시설인 교육시설,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과 여가

문화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체육시설, 생활권공원 등이 해당된다. 생활인프라의 시설에는 

현실성을 반영하여 복합기능의 시설을 포함하도록 한다.

27) 도시계획시설의 정의와 유형 구분을 재정립한 선행연구에서도 도시계획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명시하고 유형을 기능과 역할 

중심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2014)는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을 정의하지 않고 기능과 역할별로 유형을 4가지로 

나누고 유형별 개념을 정립했다. 국토교통부의 2015년 연구에서는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반시설을 도로·공원·철도 등 

도시 기능 유지 및 도시민의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시설로 정의하였다. 시설 유형은 도로·철도·공급시설과 같이 도시의 기능유지 

및 기반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인 “필요기반시설”과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서비스

를 제공하는 지원성격의 시설인 “지원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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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공성이란 공

공의 필요와 복리를 의미하며, 기본적으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구현된다. 이러한 기

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유지하는 것을 재검토한다. 

한편,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충

분한 공급이 필요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공공 재정과 행정력

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공급 및 관리도 필요하다.

[그림 4-1] 여건변화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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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대응과제

1)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설치기준으로 전환

도시계획시설의 기준·체계 재정비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서울의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제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

록 전면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기존 시설의 조정과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에 대한 기준을 도입해야 하며, 시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도입해

야 한다. 또한 지자체 여건에 부합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설의 분류 방식

도 개선해야 한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신규 공급을 위한 시설의 정의 및 종류, 결정기준, 구조 및 설치

기준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과거 성장기와는 달리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이 더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도시계획시설 규칙에 기존 시설을 정비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기준과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규칙은 신규 시설의 공급과 기존 시설의 조정·변경

의 두 가지 체계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시설의 조정 및 변경 기준에서는 변화모니터링과 조정·변경기준으로 구분한다. 변화

모니터링은 기초 생활권과 같은 공간단위를 기준으로 인구(전체 및 특정 연령층), 세대수 

등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일정 수준 이상 또는 이하로 변화가 생겼을 때 기존 도시계획

시설과 주변 시설의 이용 실태, 기능 부합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한다. 이러한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조정·변경할 시점과 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존 시설의 

용도, 규모 등을 변경하여 다른 시설과 중복하거나 주변 시설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모색

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생활권계획을 토대로 생활권 단위로 인구, 세대 등 변화를 

감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응하여 시설의 용도, 규모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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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변경(안)

도시

계획

시설 

규칙 

체계

1. 정의 및 종류

 - 시설의 용도, 해당 세부시설 및 범위

2. 결정기준

 - 시설의 기능에 적정한 입지조건, 고려사항

 - 용도지역

 - 확보/배치 기준 또는 최소 면적

3. 구조 및 설치기준

 - 설치 시설의 종류 및 기준

 -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종류

1. 신규 시설의 공급(좌동)

 1) 정의 및 종류

 2) 결정기준

 3) 구조 및 설치기준

2. 기존 시설의 조정 및 변경

 1) 변화모니터링

  - 변화모니터링 지표: 기초 생활권 내 전체 

및 특정 연령 인구, 세대수 등 변화기준

(예: 인구의 10% 감소 등)

  - 변화 시 시설 실태 지표: 기존 시설과 주변 

시설의 이용 실태, 기능 부합 등 

 2) 조정변경기준

  - 기존 시설의 활용방안: 시설의 중복·복합

방안, 주변 시설과 통·폐합 방안 등

[표 4-1] 도시계획시설 규칙의 체계 변경안

도시계획시설의 양적 기준에서 질적 기준으로 전환 필요

고도 성장기에 구축된 도시계획시설의 양적 공급기준이 지금까지도 중요한 공급 지표가 

되고 있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서비스의 향상

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규칙 내 시설의 확보와 입지조건을 위한 결정 기준에서 질적 기준

을 추가한다. 기존 인구당 시설면적과 같은 양적 기준에서 해당 시설의 이용권역, 접근성

(대중교통 및 도보 접근성), 서비스소외지역 등 실질적인 기준으로 전환한다. 특히, 고령사

회에 대응하여 연령 간 공존·화합을 유도하는 시설의 구조·설치 기준도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지자체 권한 강화

현행 도시계획시설 제도는 도시의 여건이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도시 여

건에 꼭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기 어렵거나 여건에 맞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사업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시설 제도와 규칙이 지자체의 여

건과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령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먼저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방식을 개선한다. 유형별로 시설 종류를 한정하여 나열하는 기

존 분류 방식은 새롭게 도입되는 시설이나 중복·복합시설을 담기 어렵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커뮤니티 공간, 공공임대주택 등 새로운 시설과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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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용도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유연한 구조로 개선하여야 한다.

현재 국토계획법에서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서, 법과 조례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한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시설 중 필수시설을 규정하

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부합한 생활인프라의 세부시설을 정하도록 한다. 서울시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필요한 신규 시설을 도입하거나, 변화된 

여건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시설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이 선행되면, 여건변화에 적합하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재편한다. 우선 과거에는 주민의 경제·여가생활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공급

할 필요가 있었지만, 여건변화에 따라 공공재 성격이 퇴색되고 민간 공급으로 가능해진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28). 예를 들어, 온라인 구매 등 쇼핑 행태의 

변화, 대형마트의 보급 등으로 시장은 소매유통 및 지역커뮤니티 중심지로서의 과거 역할

을 상실하고 있다. 시장과 함께 유통업무설비 등 민간재 성격이 뚜렷한 시설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공급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이 낮다. 공공성을 기준으로 

달라진 도시 상황에 맞춰 도시계획시설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때는 공공성을 이유로 수용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서울과 같이 대

부분 지역이 시가화된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도 수용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수용을 전제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에 대해 공론화

하고 주민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 시설 결정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계획 과정에

서 주민의견 수렴과 이해당사자와 협의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

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도 수용권을 행사할 때는 조건이 필요한데,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

설로 계획 입안 시 일정 비율 이상29)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

할 수 있다.

28) 국토교통부(2015)는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연구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도축장 등 8개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폐지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폐차장 등에 대한 기반시설의 폐지를 

제안하였다. 

29)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제안 시에는 시설결정 대상토지(국공유지 제외)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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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임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 마련

가용지가 부족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서울의 많은 지역에서는 임의시설 중 비도시계획시설

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매각이나 용도변경이 용이하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시설을 확

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임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거점 역할의 공공시설,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설 등 기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로 결정하도록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설치 후에도 가능하도록 한다.

2) 도시계획시설의 공급·운영에 민간참여 강화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생활인프라는 도시인프라에 비해 수익성이 낮고 

사업의 규모도 작아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 생활인프라를 주로 

설치해야 하는 자치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

다. 생활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수의 사업을 모아 사업을 일정 규모로 키워 사업성을 높이는 

번들링(Bundling) 제도 등이 활용될 수 있다. 여러 자치구에서 설치가 필요한 동일 종류

의 시설을 모으거나, 한 개 자치구에서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유사한 기능의 여러 

시설을 모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자치구가 생활인프

라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지원방안

도 필요하다. 

반면,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민간소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대한 입장

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민간소유 도시계획시설은 수용권, 건축규제 완화 등 여러 특례를 

받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소유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 개념을 재정립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운용지침을 마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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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민간참여가 가능한 도시계

획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화 근거 

제도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과 규칙으로만 제시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효력이 제한적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을 개정하여 현재 시행령과 규칙에 있는 입체·복합화 

관련 조항을 법률에 도입하고, 건축법, 도로법 등 관련법도 연계하여 개정하도록 한다. 

실질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생활인프라의 복합화를 유도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일상생활과 여가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인프라에 대하여 구체적 중복·

입체 결정의 설치 및 운용기준을 마련한다. 시설 결정요건, 경미한 변경 요건, 기존 시설의 

입체·복합화를 통한 기능 고도화방안 등을 포함한다. 특히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례의 복합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키도록 한다. 또한, 서울

시가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활인프라 복합화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

치구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재정비 도시계획시설의 판단

기준, 해당 지역의 미래상과 주변 시설과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한 재정비 유형, 복합화 

유형 등을 제시한다.

민간 운영 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도시계획시설의 민간 위탁운영은 주로 예산지원형이며, 수익창출형은 미미하다. 최근 도

시계획시설을 운영하는 데 민간의 참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민간 위탁운영이 가능한 시

설의 범위나 참여하는 민간의 성격도 제한적이다. 앞으로 생활인프라가 늘어날 것으로 예

상되는데, 이러한 시설에서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

공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차원에서 민간의 위탁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우선 민간부문에서 위탁으로 운영이 필요한 생활인프라의 대상과 위탁운영의 장·단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위탁 운영 대상 시설의 범위와 

시설별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방식의 다각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도시재생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민간 운영

을 추진한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에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이나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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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공급하고 공동체 차원에서 이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운영이 어렵

다. 마을재생회사(CRC) 등이 수익구조를 창출하여 자립기반을 구축하려 하지만 쉽지 않

은 여건이라, 다양한 지원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을 대상으로 민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을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재정

적으로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한다.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출된 제도 

및 운영상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확산시킨다.

민간이 도시계획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 자본

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

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Park-PFI 제도(부록 참조)와 같이 도시계획시설 일부

(예. 일정규모 이상 근린공원 등)에 수익시설을 허가함으로써 시설 전체를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이때 민간의 관리·

운영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대상과 범위, 시설별 적용방안의 차별화, 부작용 및 한계 등

도 검토되어야 한다.

3) 도시계획시설 관리체계의 스마트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DB 및 관리체계 구축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현황과 이용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만, 그 외 시설사

업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리·운영에 관한 

기초 현황 데이터베이스(DB)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이

용·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기초 DB를 구축해야 한다. 현황자

료에는 시설 유형, 위치, 결정시기, 공급방식, 변경이력, 도시관리계획 사항, 이용실태, 성

능수준, 예측 재정비 시점 등을 포함한다. 또한, 기부채납시설의 등기 이전, 이용실태, 이

력 등의 현황 및 관리체계도 필요하다. 특히 기부채납시설이 노후화·저이용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용도 전환이나 복합화 등 정비 및 변경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채납시설

의 계획과 계약과정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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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러한 경험을 자치구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시스템으로 기능을 

고도화한다. 서울시에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활용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배포 및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자료를 공유하고 관리 

시스템을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서울시 차원의 미래 비전 마련과 전략적 정비·활용 방안 모색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시스템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미래비전과 기본계획에서 제시

한 방향에 의해 운용되어야 한다. 우선 서울형 도시계획시설 기능과 역할의 재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시설의 미래비전을 수립한다. 미래비전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입지 및 개

발 잠재력을 고려한 활용 전략, 저이용 시설, 기능전환 필요시설, 재정비시기가 도래한 시

설 등에 대한 대응방향을 포함한다.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에 ‘도시계획시설의 미

래 비전’을 포함시켜 도시계획시설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급 원칙, 공급 목표, 

노후시설 활용방안,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 전환 등 서울시 차원에서의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지역별 공급 지표를 토대로 공급 현황을 분석하고, 생활

권별, 시설별 수요를 추정하여 장래 신규 공급 및 기존 시설의 조정·변경계획에 반영하도

록 한다. 생활인프라에 대한 생활권계획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여 자치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 조직의 체계적 역할분담 필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주체가 분리되어 있어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고, 효율

적인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자

치구 간 명확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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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응과제 세부내용

결정·설치

기준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시설의 기준·체계 마련

•저성장기, 성숙기에 적합한 도시계획시설 규칙으로 전면 개정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시설의 변화감지 모니터링 지표·시스템 마련

양적 기준에서 질적 

기준으로 전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접근성 등 질적 기준 마련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유연성과 지자체 권한 강화

•지자체 여건별로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종류 

정의 방식 개선

•지역사회와 주민 합의 과정을 통해 시설 결정이 되도록 절차 마련

임의시설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 기준 마련

•일정 규모 이상, 거점지역 대상의 공공시설,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설 등 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공급방식

민간소유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운용 지침 마련

•미이용 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

•생활인프라에 대한 민간의 사업 참여 유도방안 모색: 번들링

(Bundling) 제도 활용

도시계획시설의 입체·

복합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토계획법 개정: 현재 시행령과 규칙에 있는 입체복합화 관련 조

항을 법률에 도입

•중복결정 설치 운용기준 마련

•서울시 차원의 생활인프라 복합화 설치 운용 가이드라인 마련

민간 운영 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위탁운영 확대 및 도시재생지역 내 시범사

업 추진

•민간 운영·관리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관리체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DB 및 관리체계 구축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 및 기초 DB 구축

 - 기부채납시설의 제도적 정비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시스템 마련

미래 비전 마련과 전략적 

정비·활용 방안 모색

•도시계획시설의 미래 비전 수립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 수립

시설 관리조직의

역할분담 필요

•서울시와 자치구 간 도시계획시설의 명확한 운영관리 업무 분장

 - 서울시 시설계획과: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전략적 활용 및 비전 

제시

 - 자치구 도시계획시설 전담조직 구축: 지역과 생활에 밀착한 도시

계획시설 결정, 관리운영,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 추진

[표 4-2] 여건변화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대응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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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설계획과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변경에 대한 관리운영에 그치지 않고, 개별사업

부서가 추진하는 시설 계획 및 사업과 연계시스템을 만들며, 서울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시

설의 전략적인 활용 및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별 

사업부서와 자치구 간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자치구는 도시계획시설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시설 결정에 대한 행정지원과 개별 사업부서

의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추가 공급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자료를 근거로 대상지역 범위 내에서 중복결정이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 관련 사업부서 

간 중계·조정 역할도 한다. 지역과 생활에 밀착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관리운영 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등을 활용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

고 모니터링한다.

4) 장단기 로드맵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을 효과적으로 공급·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

면에서 과제를 제시하였다. 대응과제는 그 성격에 따라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을 위한 

계획·방침 마련, 정보처리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조직 정비 및 역할 규정 등으로 

구분된다. 결정·설치기준에 관한 과제는 주로 제도 개선에 해당하지만, 정책적인 방침과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 이를 바탕으로 추진할 수 있다. 공급방식에서의 대응과제는 최종

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지만, 절차 및 기준 등 방침을 마련하고 운영하여 정책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로 구성된다. 관리체계에 대한 대응과제는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조직 정비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하다.

분야별 대응과제는 중요성 및 시급성과 과제의 선·후 관계, 추진 절차상 기간 등에 따라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단기과제로는 중요성 및 시급성으로 인

해 우선순위가 높거나, 단기간에 실현될 수 있는 과제가 해당한다. 중기과제는 중요도가 

높지만 선행되는 기초과제가 필요한 과제이거나, 시급성이 비교적 낮은 과제이다. 장기과

제에는 중요도가 높더라도 필요한 선행과제가 장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이거나, 중요하지

만 과제추진의 난이도가 높은 과제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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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결정·설치기준에 관한 쟁점에 따른 대응과제 실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여

건변화에 대응하는 시설의 기준과 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과제 중 “변화감지 지표 

및 시스템 구축”은 단기과제로 기본구상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중기과제로 추진한

다. “도시계획시설 규칙 체계 전면 개정”은 장기과제로 한다. 도시계획시설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지자체 권한 강화를 위한 대응 과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개선”은 단기과제

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는 중기과제로, “도시계획시설의 분류 체계 

개편”은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그 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기준 마련”은 단기과제로, “도

시계획시설의 기준 개정: 질적 기준으로 전환 개정” 과제는 중기과제로 각각 추진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공급방식에 관해서는, 민간소유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단기과제로 “민간소유 도시계획시설 이용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이후 중기과제로 

“민간소유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 확보 기준 및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민간의 사업 

참여를 위한 “번들링제도 및 운영방안”을 단기과제로 수행 후 중기에 적용한다. 도시계획

시설의 입체·복합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단기적으로 생활인프라의 복합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국토계획법 등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화 관련 제도 개선”은 장기과

제로 이행한다. 민간의 시설운영과 관련하여 “민간 위탁운영 확대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은 단기과제로, “민간 운영 위한 제도 및 정책적 기반 마련”은 중기과제로, “도시계

획시설의 민간 운영 실행”은 장기과제로 추진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체계에 관한 대응과제 중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실태조사 및 기초 현황 DB 체계 마련” 과제를 추진한다. 이어서 “기초 

현황 DB 구축 및 관리시스템 기본구상”을 중기과제로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시

설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도시계획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장기과제로 수행하기에 앞

서 단기과제로 “서울시 도시계획시설의 미래비전”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연

계한다. 시설의 관리조직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 및 역할 분담 체계”를 우선 마련

하고, “서울시 시설계획과 역할 확대”와 “자치구 조직 마련”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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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대응과제의 장단기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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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해외사례 검토

1) 일본 제4차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30)

(1) 위상

◦
사회자본중점정비계획법(2003)을 근거로 한 사회자본정비사업 추진 계획

‐

사회자본정비를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국토형성계획(2015.8)을 실현

‐

계획기간: 2015~2020(1차: 2003~2007, 2차: 2008~2012, 3차: 2012~2016)

(2) 대상

◦
도로, 교통안전시설, 철도, 공항, 항로표식, 공원·녹지, 하수도, 하천, 사방사업, 급

경사지 및 해안선 사업 등 

(3) 수립배경 및 과제

◦
인프라의 노후화 가속

◦
지진, 기상재해로 국토의 취약화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의 피폐화

◦
국제 경쟁의 심화

(4) 기본방침

◦
사회자본의 보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인프라를 관리 

◦
기존 시설을 집약·재편 등 전략적으로 관리

30) 国土交通省, 2015, 第４次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 및 차미숙, 2016.11, “인프라의 노후화와 현명한 이용”, 국토정책 Brief, 

No.548, 국토연구원, p.6 참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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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주기를 구축하여 노후인프라 안전성 확보

‐

집약화·적정 규모화로 중장기적으로 총비용을 감축하고 평준화

‐

인프라 유지관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기존 시설의 효과적 활용

‐

기존 시설 기능을 극대화, 강화·고도화, 복합화

◦
사회자본의 목적과 역할별 철저한 선택과 집중

‐

안전·안심인프라: 하드·소프트웨어적인 대응을 총동원하고 인명과 재산을 지

키는 사업에 중점

‐

생활인프라: 지역생활서비스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

하는 사업에 중점

‐

성장인프라: 국제 전략에 의한 경쟁력과 민간 사업자 등과의 제휴를 강화하

여 생산 확대의 효과를 높이는 사업에 중점

(5) 중점목표와 추진전략

◦
4대 중점목표와 13대 정책패키지, 성과평가를 위한 정책패키지별 수치목표(KPI)를 

설정

‐

정책패키지별로 현황과 과제, 중장기 비전, 계획기간의 중점시책, KPI를 체

계화

◦
사회자본의 전략적 유지·관리 및 재생

‐

안전·안심 관리순환주기를 구축하고, 총비용 감축과 평준화를 동시 추구

‐

관리기술을 증진하고 정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재해특성과 지역의 취약성을 반영한 재해리스크 저감

‐

대규모 지진·해일·분화에 대한 중점 대응

‐

빈번·대형화하는 기상재해에 대한 대응 강화

‐

재해 발생 시 리스크 저감을 위한 위기관리대책 강화

‐

육·해·공 교통의 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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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고령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형성

‐

지역생활서비스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는 콤팩트 시티 형성

‐

무장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이동공간의 확보

‐

양호한 환경 형성, 깨끗한 물 순환의 유지, 회복 지역의 개성을 살릴 수 있

는 경관 형성이나 그린 인프라 대책 추진

‐

온실 효과 가스 배출량 삭감 및 완화 방안과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적응 

대책 추진

◦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경제성장 지원기반을 강화

‐

대도시권의 국제 경쟁력 강화

‐

지방권의 산업 관광 투자를 유발하는 도시·지역 만들기 추진

‐

일본의 뛰어난 인프라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

(6) 시사점

◦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 법 제정과 계획 수립 및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의 노후화 대

응과 효율적 이용의 체계화 필요

2) 일본사례: PRE 유효 활용 가이드라인31)

(1) 도입배경

◦
지방도시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재정악화, 공적부동산(PRE: Public Real Estate)

의 노후화와 유지·정비 비용 증가 

◦
지방도시의 콤팩트 시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공적부동산

을 활용하여 부족한 민간 기능 도입을 유도할 필요 

(2) 도입 목적

◦
전체 PRE 정보를 일원화하고 정리하여 지역만들기에 PRE를 활용하도록 지원

31) 国土交通省 都市局 都市計画課, 2014.4, まちづくりのための公的不動産ＰＲＥ）有効活用 ガイドライン 참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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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PRE 정보를 일원화·정리하고, 마을 특성에 

따라 공공 기능 재배치 계획을 작성

‐

학교부지 등 공유지를 요양시설과 같은 부족한 민간시설로 정비하여 활용하

는 등 미래를 대비해 첨단적으로 대응

‐

이러한 지자체의 노력을 다른 자치단체로 확산하여 마을 만들기에 PRE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려사항 제시

단계 주요 내용 세부내용

1단계
지역만들기

방향 정립

- 도시의 현황 파악: 사회·경제현황, 개발현황, 재정상황

- 마을만들기 방향 정립(마스터플랜 작성): 기본방향, 거주유도구역, 도시 

기능유도구역 설정

2단계
PRE 정보 정리

및 일원화

- 총량 파악: 보유 현황, 유지·정비비용 추계 등

- 공간적 파악: PRE 배치상황 파악 및 정리(지역 실태 맵, PRE 입지 

GIS맵 등)

- 개별 파악: 개별 PRE의 이용 현황, 문제점 등 현황분석 및 과제 정리 

3단계

PRE 재배치에 

관한 기본방향 

정리

- 현황과 과제 정리: 재정 및 PRE 보유 관련

- PRE에 관한 기본방향 정리: 지역만들기와 연계, 공공서비스 기본방향 등

- PRE 적정 보유량 목표 설정

4단계

PRE 활용 

구체적인 방안 

검토

- 지역의 각 거점에 요구되는 도시 기능 파악 및 필요한 시설 정리

- 도시 기능의 배치 현황과 필요시설의 과부족 조사

- 각 PRE 활용방안 검토: 유지, 보수·개축, 복합화, 관민병합, 폐지, 매각 등

5단계
개별 사업내용 

검토

- 4단계까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사업내용, 사업방식, 사업협력자 선정 검토

- 개별 사업계획의 작성·실시

[부록 표 1] PRE 활용 검토 과정

(3) PRE 활용방안 검토와 결과 도출 사례

◦
GIS맵으로 공공시설, 민간시설의 배치 현황 파악

◦
지역 거점 내에 있는 노후한 A학교의 활용 방향성 검토

◦
검토 결과 도출

‐

학교 재건축 추진 시 주변의 노후한 마을회관, 노인복지센터와 복합화하고 

커뮤니티의 중심시설로 정비

‐

학교를 복합 시설로 설치하여 다세대 교류와 지역 공생의 장을 만들고 새로

운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형성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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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공공시설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것은 “마스터플랜”과 “공공시설 정보의 일원화”

가 선행

◦
생활권계획의 정비·보완과 국공유지 및 도시계획시설 정보 정리 및 일원화 필요 

[부록 그림 1] 일본 PRE 활용 검토 과정 예시

자료: 国土交通省 都市局 都市計画課, 2014.4, まちづくりのための公的不動産(PRE）有効活用 ガイドライン, pp.35~36

[부록 그림 2] 일본 PRE 활용 과정과 서울시 현황 비교 및 향후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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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도시공원법 개정: 시설운영관리에서 민간부문 활용방안 마련32)

(1) 공원 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공원법 개정(2017년) 주요내용

◦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 신설: 민간사업자에 의한 공공환원형의 수익시설 설

치관리

◦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 사업의 설치 관리 허가기간 연장: 10년→30년

◦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점용 추가

(2)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

◦
도입배경과 목적

‐

인구당 공원면적은 충분히 확보(10㎡/명)했지만, 시설 노후화 등으로 유입력

이 저하되었고 시설 개발과 정비에 재정적 부담이 상당

‐

민간 활력을 이용한 도시공원 정비 방안을 신설하여 공원의 재생과 활성화 

추진

◦
사업내용

‐

도시공원 내 음식점, 매점 등의 시설(공모 대상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

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

‐

사업자가 설치하는 시설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원 정비에 환원하는 조건으로 

사업자에게는 도시공원법의 특례 적용

‐

특례 1. 설치관리허가기간 연장: 10년→20년

‐

특례 2. 건폐율 완화: 2%→12%

‐

특례 3. 점용물 확대: 편익시설에 자전거주차장 간판, 광고탑 추가

(3) 시사점

◦
공원 일부에 민간이 수익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익으로 공원시설 정비

32) 国土交通省 都市局 公園緑地·景観課, 2017, 都市公園法改正のポイント 참조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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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민간부문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질적 제고

와 재정부담 감소

◦
공원 일부에 수익성을 보장하는 개발 허가를 통해 장기 운영 위탁 방안 도입 필요

[부록 그림 3] 일본 공모설치관리제도(Park-PFI) 개념

자료: 国土交通省 都市局 公園緑地·景観課, 2017, 都市公園法改正のポイント, p.7

4) 미국 뉴욕시 커뮤니티시설 가이드라인33)

(1) CEQR 도입과 커뮤니티시설 및 서비스 

◦
개념

‐

CEQR(City Environmental Quality Review)은 도시환경의 질을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표로 일종의 환경영향평가에 해당

◦
목적

‐

기존 시설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을 조사하고, 서비스·시설의 활용도를 정밀

하게 정의하며, 시설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33) NYC, 2016, City Environmental Quality Review Technical Manual 참조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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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

‐

시에서 공급하는 커뮤니티시설에 초점을 맞춤

공립학교(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관, 어린이집(아동보호센터), 의료시설, 소

방서, 경찰서 등

◦
내용

‐

커뮤니티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분석하여 시설의 추가/변

경 필요 여부 결정

◦
평가방법

‐

커뮤니티 시설의 임계치를 설정하여 상세분석

예시) 도서관: 서비스 범위 내 주거비율이 5% 이상 증가하면 상세분석대상

으로 결정

◦
조치사항

‐

제안된 프로젝트가 해당 범위 내 도서관의 서비스 수요를 높일 것으로 분석 

시, 도서관에 공간적 여유가 있다면 수용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공간 추가 

설치 등의 조치 시행

(2) 시사점

◦
시설의 영향력,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의 확대, 필요 여부 등

을 판단

◦
시설에 대한 최소기준 등을 설정하여 정량적인 평가 가능

◦
시설의 설치·정비·변경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 질의 제고와 효율적인 시설 공급·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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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관련 자료

종류 세부시설 개별법상 세부시설 관련제도

공공청

사

국가/

지자체 

청사

근린공공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지소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공공업무시설 시군구청,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공공단체의 업무에 필요한 시설

주한외교관 공관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문화

시설

공연장 공연법

박물관 국립/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미술관 국립/공립/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과학관 종합/전문 과학관육성법

문화산업단지/문화산업

진흥시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문화시설

전체 문화예술진흥법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법

영화상영관(영화상영관, 비상설상영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도서관법

지역문화

복지지설

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기본법

문화보급/

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지방문화원진흥법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위 시설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그밖의 

문화시설

문화예술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시설

전시시설
전시회 개최시설(2천㎡ 이상) + 연회장/공연시설/상담회장/설명회

장 + 관련부대시설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시설 회의시설 + 전시시설 + 부대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서관
공공도서관

공립/사립도서관, 작은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병원도서관, 병영도

서관, 교도소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도서관법

전문도서관

사회

복지

시설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노인여

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

[부록 표 2]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세부시설과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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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세부시설 개별법상 세부시설 관련제도

사회복

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

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어린이공원·

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

숙박시설, 야영장),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

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시설 육아종합지원센터(중앙·지방), 보육개발원,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생활시설, 재활훈련

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종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

생활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

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부자·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

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입양시설 입양기관, 중앙입양원 입양특례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전국·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기관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의료급여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지원센터 중앙/지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중앙/지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복지

지원

시설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상담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시설
지역적응센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청소년

수련

시설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부록 표 2 계속] 공공문화체육시설의 세부시설과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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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개수

사회기반시설 종류
기반시설 

분류체계
기반시설

미해당
필수시설 임의시설

도로 4
도로·도로의 부속물, 

복합환승센터
노외주차장

자전거이용시설

(지능형교통체계)

교통철도 3 철도, 도시철도, 철도시설

항만 2 항만시설, 어항시설

공항 1 공항시설

수자원 4
하천시설 다목적댐 방재

수도 중수도

유통·공급
정보통신 5

전기통신설비, 정보통신망, 

초고속정보통신망

공간정보체계,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에너지 4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집단에너지시설

환경 6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환경기초

유통 3

물류터미널·물류단지 유통·공급

여객자동차터미널, 

택시공영차고지
교통

문화관광 9

도시공원 관광지·관광단지 공간

전문체육시설·생활체육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국제회의시설, 과학관, 

문화시설

공공문화

체육

교육 1 학교 (유치원)

국방 1 군주거시설 미분류

주택 1 공공임대주택 미분류

보건복지 5

어린이집, 노인주거 

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

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문화

체육

산림 2 자연휴양림, 수목원 공간

기타

(미분류)
3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 

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공공문화

체육

화장시설 보건위생

산업집적기반시설 미분류

[부록 표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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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
공공 또는 민간

공공 민간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궤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정류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간시설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원 유원지

유통·

공급시설
수도, 공동구

유통업무설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

문화체육

시설

공공청사, 공공필요성이 인정

되는 체육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저수지

보건위생

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환경기초

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폐차장

[부록 표 4] 도시계획시설 유형별 공급가능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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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jor Issues and Task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Conditions in Seoul

Da-Mi MaengㆍJoo-Il LeeㆍCe-Na Baik

As of December 2017, 37 out of the 52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Seoul 

were designated as 62,897, covering an area of 370.64㎢. Facilities for 

performing urban functions such as roads, water supply, heat and gas 

supply facilities, and sewage systems have been massively provided 

during the high-growth period. In addition to supporting the basic 

needs of residents, facilities related to improving convenience and 

quality of life and safety, have been on a steady increasing over the 

last decade. A majority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Seoul are located 

near subway stations where residents can easily access them. When 

these facilities become deteriorated and un-used, it is beneficial to 

utilize the facilities to provide additional uses and functions.

Changes in the supply and management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Seoul are expected due to various conditions such as population and 

household structure, lifestyle, urban growth stage, residents’ demand,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and scarcity in public finance 

and available land. Therefore, there will be a need to increase or 

reduce the provision of these facilities. The other issue, related to the 

provis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will be the limitation of provision 

and management of numerous facilities in the future. As the demand 

and supply compliant facilities increase, the role of the municipality 

in managing and operating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becomes even 

more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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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gards to the changing conditions, three issues need to be 

addressed in order to provide and manage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Seoul: related standards and laws, supply, and management methods. 

First, there should be improved systems and standards for establish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in loc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Urban planning facility standards 

should be revised fully to conform to the current and future urban 

growth stage. The system should be structured as a system that 

comprises the type and scope of facilities, the decision criteria, the 

structure and installation standards as well as the adjustment to the 

existing facility and modification standards.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the quality standards for the facility criteria need to 

be established. The method used to define the facility type should be 

changed for the flexibility in applic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y 

system and rules in accordance to the local conditions. Where there 

is insufficient developable land within Seoul, it is importance to 

prepare standards so that the facility can be maintained or reused as 

an urban planning facility in future.

Second,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supply and operation method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through the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hat restricts the private sector 

when providing mixed-used urban planning facilities. As the private 

sector supplies urban planning facilities, it needs to provide administrative 

support to secure the business feasibility. Additionally, there is a need to 

identify some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establish the policy 

foundation to facilitate the increase in quality of public services and 

reduce public finances by utilizing the expertise of the private sector.

Third, the urban planning management system for facility in Seoul 

should be established for efficient and effective use of the facilities. 

To efficiently supply, use and manage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the 

government should first conduct a survey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Seoul and subsequently build a basic databas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needs to prepare a vision for the fu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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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egic plans for readjustment and utiliz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order to efficiently manage and operate urban planning 

facilities, clear division of operations and management between Seoul 

and the autonomous districts (Gu offices) is required. The Seoul 

Metropolitan Facility Planning Department should be the main body 

that presents and leads the strategic use and vision of the city's overall 

urban planning fac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Gu offices needs to 

implement decisions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management and 

ensure that they continuously monitor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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