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저층주거지 
재생 방향 연구
-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

조 은 혜
양천구 구정연구단 연구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저층주거지 재생 방향 연구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중심으로]



연구책임

조은혜 양천구 구정연구단 연구원

연구진

이형영

정제국

류인정

최선아

양천구 혁신도시기획실

양천구 혁신도시기획실

양천구 혁신도시기획실

양천구 혁신도시기획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양천구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 약 i

요약

지속가능 측면에서 보다 폭넓은 관리와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은 1980년대 이후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따라 사업성(연면적)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형성된 

저층주거지역으로, 크게 일반 저층주거지와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사업 해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서울시에는 

111㎢로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늘어나는 주택규모에 비해 생활 기반시설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아 정주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

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및 국토교통부 뉴딜사업 등 재생사업과 함께 필지단위로 적용 가능한 건축협정에서부터 

블록 및 광역단위의 주거지에 적용 가능한 소규모 정비사업 등 다양한 계획수단이 도입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재생사업과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단기적 실행계획·사업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사업기간 이후 체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한 장치가 필요하며, 건축 완화 규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지속가능 측면에서 보다 폭넓은 관리와 사업의 실행력을 위하여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주거지 조성사업 및 건축 규제 변천에 따른 과밀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의 형성 과정

주거지 조성은 60년대부터 대규모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이때 양천구의  신월동 일대 저층주거지는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1972년)으로 목동 신

시가지 아파트단지는 ‘택지개발사업(1984년)’으로 형성되었다.

1980년 ‘주택 5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다세대주택 도입과 반지하층의 양성화,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으로 다가구주택이 도입되어 층수 및 규모가 완화하였고, 1989년 노후주택지 개량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도입으로 

｢건축법｣, ｢주차장법｣ 특례조항에 따라 연면적 상향을 통한 사업성 증대로 신축이 활성화되었다.

2000년에는 1층 필로티 주차장을 층수에서 제외하여 필로티 형태가 증가되고, 2009년 도시형 생활주택 또한 주차장 

완화 등 특례에 따라 신축 주택공급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지원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채광, 주차, 보행, 사생활 보호 등 

거주 여건이 열악한 과밀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90년대 이전 주차 공간 미확보, 반지하 주거 공간 조성, 2000년대 이후부터는 합필을 바탕으로 필로티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건축법」과 「주차장법」 위주의 규제 완화를 통한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어

려운 실정이므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고려한 새로운 재생 모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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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통합·관리방안의 대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에 제시된 도시재생사업 연계계획 중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건축법」에 의한 건축협정, 결합건축, 리모델링활성화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도시재생 연계 제도와 각 이슈를 검토하고 각 제도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통합 관리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요소 검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사업추진 단계에서 국토계획법으로 결정 가능한 용도지역 상향(현행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에 한함)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소와 건축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축 형태에 대한 규정의 통합적 방안을 적용하여,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가로환경 및 경관 개선 등 공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특례기준과의 연계성을 제시하였다.

신규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소(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요소 　건축법 형태 규정 기타

용도
지역

기반
시설

최대·최소 규모
(획지)계획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① 일조 채광방향에 의한 높이 제한
② 주차장 확보   ③ 접도조건
④ 대지의 조경   ⑤ 대지안의 공지
⑥ 건축선       ⑦ 공개공지
⑧ 일조확보

공영주차장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교통처리계획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건축물의 
배치·형태

건축물가이드라인
경관가이드라인

도시재생사업 통합 관리 방안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제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한계 보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4~5년의 사업실행기간이 정해져 있고, 한정된 기간 내 재생사업의 

사업계획에만 집중해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이나 이후에 개별 신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역 차원의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다.

활성화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재정비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재생과 연계해 수립하며, 공공기여·건축협정·경관

협정 등 구체적 운영 기준(건축·경관 디자인가이드라인, 주민협정) 등으로 민간부문의 관리계획 역할을 보완 할 수 있다.

(결합건축·건축협정 연계 및 보완) 건축협정이 진행되는 곳은 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국토계획

법의 규제와 상충되거나 법리해석의 차이로 건축협정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밀한 정합성을 가진 지구

단위계획의 규제항목과 지침을 계획하여 실행성을 담보할 수 있다.

(현행 지구단위계획 확장성 보완)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규제성격이 강해 노후주택 문제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협정제도를 활용하여 개별 건축물의  밀도, 형태보다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활용을 통

한 구역 전체의 유지·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역할을 보완 할 수 있다.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의 도입 가능성) 재생 연계 제도를 도입시 각각의 절차와 지침의 운영으로 정합성 및 효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대상지 맞춤형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효율적 활용 및 유지·관리·

실행을 위한 통합 도시관리계획의 포함한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사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절차 운영이 

필요하다.



요 약 iii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범위

신축
리모델링 집수리

증축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일반 증축 대수선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건축협정(결합건축)구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입지규제최소구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적용 범위 확대-----------------------》

저층주거지 맞춤형 건축규제 완화기준 정비 대수선·집수리·리모델링 통합 시스템 계획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범위 확대
및 주택개량 수단 확대

건축규제 완화적용 대상
유형별 주택개량 지원방식 차별화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효과

(실행성)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시설 정비 등 마중물사업 추진과 함께 노후·불량주거지의 주민자력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신규 제도를 적용하여 맹지나 좁은 골목에 위치한 비정형 필지에 대한 건축행위 실행 기회를 제공한다.

(현실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필요한 맞춤형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공공성) 인센티브 조건을 가로환경 및 주변 경관 개선 등 공공성 기준을 조건으로 하여 인접대지와 도로, 대지간 외부 

불용공간의 효율적 활용 및 주차장 관련 제도를 적용하여 공간 개방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

(사업성) 주민들의 경우 맹지, 협소·비정형 필지, 협소 골목에 인접한 필지에서 건축협정 제도를 통한 주차면수 및 연면적 

최대 확보와 함께 주차장 조례를 통한 공영주차장의 확보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다.

(통합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던 건축 형태에 대한 규정 요소, 지구단위계획의 각 요소에 대한 

디자인 요소, 건축물 및 주차장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단지형 저층주거지 계획으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고, 각 제도의 

절차를 통합적으로 조율·합의하며 행정적 절차를 추진 할 수 있다.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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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개요

1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①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재생의 효율적 연계방안 필요

◦ 서울의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은 지난 40년 동안 「건축법」과 「주차장법」하에서 사업성을 극대화하는 

개발 방식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규제 완화를 통해 늘어나는 주택공급에 비해 상응하는 생활 기반시설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아 정주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 최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필지단위로 적용 가능한 

건축협정에서부터 블록 및 광역단위의 주거지에 적용 가능한 계획관리 수단이 제도화되고 있다.

◦ 따라서, 건축행위 관련 여건 제도화를 통한 주민 스스로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필지단위 주택정비 

방안의 제시와 건축행위가 활성화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림 1-1] 서울시 정비구역과 노후도 20년 이상 다가구·다세대주택 분포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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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로서의 지구단위계획 활용방안 검토

◦ 서울시의 저층 주거지는 대략 111㎢로, 이들 지역은 크게 일반 저층주거지와 기존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사업 해제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중 해제지역은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이미 관리하거나 향후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맞춤형 

계획수단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다.

◦ 도시재생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쇠퇴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각 부처 및 연계 법령의 패키지형 사업으로 

연계성에 중점을 둬 매칭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사업이다.

◦ 그러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장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지역의 역량을 집중하는 실행

계획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마중물 사업 기간(약 5년)에 대한 제약이 있다. 따라서 계획관리 수단과 

연계되지 않은 채 주요 단위사업의 투자 및 집행계획 중심으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범위의 모호성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협정 등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행정이행 

절차의 복잡함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체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으며, 

저층주거지 관리를 목적으로, 단독주택지 보전·정비·관리형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지구단위계획의 변화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활용하는 방향이 제기되고 있으며, 도시재생과 연계한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방안

검토의 필요성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 및 도시재생에 연계된 새롭게 등장한 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지구단위계획

의 계획 요소에 대입‧반영하여, 도시재생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 서울연구원, 2018,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실태분석과 주거재생방향

[그림 1-2] 해제지역과 서울시 저층주거지 관계



01 연구개요 5

2 ∙ 연구대상, 방법, 내용적 체계

1) 연구대상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측면에서 용어의 정의, 노후 저층주거지(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형성과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제도 변천사를 중심으로 제도 적용과정과 한계 등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쟁점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양천구의 도시재생사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거지 및 근린재생유형의 효율적 

사업추진 하는 것으로 한정 하고, 지속가능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개념을 도입한 지구단위계획의 계획 

요소별 향후 방침사항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법령 분석, 도시재생 관련 사이트 분석 등 문헌조사와 관련 지자체 공무원 

및 도시재생용역회사 자문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선행연구 분석 : 도시재생법 및 사업실행계획의 한계, 건축법 및 건축규제 완화규정의 한계, 

국토계획법 및 지구단위계획의 한계 등에 관한 기존 논문 및 보고서를 활용하였다.1)

‐ 지자체공무원 및 도시재생용역회사 자문 및 워크숍 참석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추진사업에 대한 한계와 애로사항을 도출하였다.

3) 내용적 체계

◦ 제 1장은 서론으로 지속가능 측면에서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한 지구단위계획의 활용 가능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 제 2장은 이론적 고찰로서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의 생성과 변화를 건축규제에 따른 정주환경의 변천 

과정을 문헌조사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노후저층주거지의 현황 및 과제를 도출한다.

◦ 제 3장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협정, 결합건축과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신규 제도를 검토

하여 통합계획인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 제 4장은 지속가능 측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과제로 제 3장에서 설정한 이론적 고찰을 통한 분석의 틀을 

활용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신축 건축물 활성화에 대하여 검토했다.

◦ 제 5장에서는 제 1장에서부터 제 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 도시재생의 개념을 도입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과제를 밝혔다.

1) 법률 약식 명칭에 대한 사항
  도시재생법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계획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규모주택정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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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노후 저층주거지(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생성과 변화

1 ∙ 주거지 조성사업 형성 과정

◦ 1960년대는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본격화되었고, 1970년대 이후 대규모 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소규모 사업은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2000년대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주택·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유통·관광·휴양·역사·문화 등 여러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도시재개발법(‘76)」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84)」을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03)」으로 통합하였고, 이와 같이 2000년대에는 상호 연계되거나 중복되는 도시계획제도를 

일원화하여 법체계를 단순화함과 동시에 세부 조항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였다.

◦ 2010년대에 들어서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에 의해 

쇠퇴하는 도시에 대한 재생 및 재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이 마련되었다.2)

구분 근거법 사업 정의 및 특징 추진 기간

토 지 구 획
정 리 사 업

도시계획법,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 대부분 서울시가 시행, 일부는 토지 등 소유자 구성조합, 
대한주택공사가 시행(서울시 62개 지구 총면적 154.5㎢에 추진)

∙ 환지방식에 의한 체비지(공공용지 포함) 비율에 해당되는 면적을 
토지소유자 부담으로 공공재원투자 없이 공공용지 확보가 가능

∙ 조선시가지계획령 
′37∼′90년대

∙ 법 폐지 ′00년

일단의 주택지
조 성 사 업

도시계획법 ∙ 주택의 집단건축을 위해 1만㎡ 이상 구역에서 시행
(필요시 5,000㎡ 이하 가능)

∙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조항이 삭제, 도시개발법 통합

∙ 도시계획법 제정(′62년)

∙ ′00년 1월 조항 삭제

주 택 건 설 을 
위 한
대지조성사업

공영주택법,
주택건설
촉진법

∙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자금으로 공영주택 공급을 위하여 시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대지조성사업을 추진

∙ 주택건설촉진법(1973년)이 제정으로 공영주택법 폐지

∙ 공영주택법(′63~′73)
∙ 주택건설촉진법(′73~′03)
(′03년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

집 단 이 주
정착지조성사업

서울시시책 ∙ 화재민·수재민·난민 구제, 도시계획사업 추진, 판자촌 철거 등을 위해 
도시 외곽 시유지 임야에 이주민 집단 정착지를 조성

∙ ′55~′72년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
촉진법

∙ 미개발지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공급하는 사업으로 수용방식 
추진(공공만 시행 가능, 민간과 공동시행 허용)

∙ 양천구 신시가지 택지조성사업

∙ ′80년 12월 법 제정∼현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과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등을 통합

∙ 도시개발법 (′00년) 제정 
∼현재

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

임시조치법,
도시정비법

∙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을 대상

∙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확충을 국고로 지원

∙ 임시조치법제정(′89년) 
∼현재

[표 2-1] 저층주거지 조성 사업의 종류

2) 맹다미·백세나, 2019,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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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건축제도 형성 과정

1) 1984년 다세대주택 도입 3)

◦ 단독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것을 양성화함으로써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1984년 말 

「건축법」개정을 통해 다세대주택을 도입하였다.

‐ (1980년 주택 500만호 건설계획) 단독주택에 2가구 이상 거주하는 비율이 1975년 53%에서 1985년 

71%로 늘어나는 등 단독주택 내 다세대 거주 현상이 심화되어, 1980년에 주택 500만호 건설 계획에 

따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다세대 주택 도입

‐ 최초 도입 당시 층수 기준 없이 연면적 330㎡이하로 2세대~9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정의했다가, 1985년 층수를 3층으로 제한하고 공급 호수는 최대 19세대로 완화함

‐ 단독주택내 주민들이 다세대주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1986년 시장 방침으로 층수를 2층 이하로 제한함(심의를 통해 3층 완화)(윤혁경, 2017)

◦ 1985년 지하층의 지상부 노출한도를 천장 높이의 1/3에서 1/2로 완화함으로써 사실상 주거공간인 

반지하룰 양성화하고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였다.(지하층은 민방위 대피 목적, 73년 층수 산입 제외)

2) 1990년 다가구주택 도입 및 다세대주택 규제 완화

◦ 중·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990년 건설부 지침으로 다가구주택을 양성화하였다.

‐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 1980년대 중반 경기 호황, 임금 상승, 인구 유입 지속으로 인한 

주택가격 및 임대료 급등으로 중·저소득층의 고통이 가중됨에 따라 1988년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이 발표됨

‐ 다세대주택 도입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의 불법 임대가 지속됨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하고 양성화함

‐ 1990년 도입 당시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이하, 3층 이하(1층 주차장 계획시 4층 이하), 

2~19가구로 하되 단일 세대주로 정의

‐ 1999년 「건축법」 개정 시 주택용도 층수(3개층 이하), 주택바닥면적(660㎡이하), 19세대 이하,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조건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이는 당시 저층부를 점포로 임대하고 

2~3개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포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윤혁경, 2017)

◦ 1990년 다세대주택의 건축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다가구주택과 건축 규모 기준을 통일하게 하여 상호 용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윤혁경, 2017)

3) 김지은·김승주, 2018,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재생 방안, 서울주택도시공사 발췌 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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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특례로 인한 과밀화

◦ 1989년 제정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입 이후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사

업지구(현지개량방식)는 「건축법」 및 「주차장법」 특례로 인해 과밀 개발되었으며 맹지, 과소필지 건축허용, 

소요너비 미달 도로(접도조건) 인접 필지의 건축선 후퇴 의무 면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면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규제 면제,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 면제 등을 통해 자력 정비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 그러나 결과적으로 채광, 주차, 보행, 사생활 보호 등의 거주 여건이 열악한 과밀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이 형성되었다.

특례 조항 주요 내용

건
축
법

대지와 도로 관계 ∙ 건축법 33조1항 미적용(2m 이상 도로에 접도하지 않아도 건축 가능)

건축선 지정 ∙ 건축법 36조 1항 미적용(소요너비 미달도로도 건축선 후퇴 없이 건축 가능)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 건축법 37조 2항 미적용(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등의 구조물 개폐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미적용)

건폐율 ∙ 건축법 47조의 건폐율 규정을 미적용(단 일부 건축물은 건폐율 최대한도의 8/10)

대지면적 최소한도 ∙ 건축법 49조2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을 미적용(대지면적 최소한도 20㎡)

용적률 ∙ 400% 이하

건축물 높이제한
∙ 건축법 51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미적용(단, 3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 별도 기준)

주차장법 부설주차장 ∙ 주차장법 19조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미적용

자료: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조례, 건축법, 주차장법 (1997.8. 기준)

[표 2-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적용된 특례 조항

 

4) 2009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도입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가속화

◦ 전세 시장 불안 확대,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지역의 소규모주택(300세대 미만, 

85㎡이하)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하였다.

◦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주택·원룸형(12~50㎡)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원룸형에 한함), 인동간격 등 건설기준 완화, 사업계획승인 대상 기준 완화, 사업계획승인 대상

인 경우 주택건설기준 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를 제도

적으로 지원하였다.

◦ 그러나, 규제완화 및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통해 공급 확대의 효과는 증대되었으나, 저층주거지 고밀화, 

주차공간 부족 등의 부작용이 야기되었다.

 

구분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전용면적 ∙ 297㎡ 이하 ∙ 단지형 연립·다세대: 85㎡ 이하 ∙ 원룸형: 12~50㎡ 이하
사업계획승인 ∙ 아파트: 20세대 이상

∙ 연립주택: 30세대 이상
∙ 30세대 이상 (상업·준주거지역 주상복합은 건축허가)

건설사업 등록기준 ∙ 30세대 이상
공급규칙 ∙ 적용 ∙ 일부 적용 (분양보증, 공개모집)
주차기준 ∙ 세대당 1대 이상(전용 60㎡ 이하 0.7대) ∙ 원룸형: 30㎡ 미만 0.5대, 30~50㎡ 0.6대 이상

[표 2-3] 공동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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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건축규제에 따른 건축물 변화

1) 일반주택지에 적용되는 관련 연대별 제도의 분석 4)

◦ (1990년 이전) 건폐율과 층수 제한이 다세대주택의 배치 및 규모를 결정하였다.

‐ 건축물 높이제한, 도로 사선제한, 건축선 등을 모두 적용했을 때 건폐율 한도인 대지면적의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건축물의 규모가 2층이기 때문에 미만으로 건폐율 규제로 인하여 밀도에 

대한 실효성을 발휘 (박기범·최찬환 2003a, 2003b)

‐ 80년대 다세대주택은 최대 2~3층으로 정해진 층수 규제로 인해 개발 가능한 용적률이 최대 

120~180%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당시 300%이하였던 주거지역 법정 최대 용적률은 실질적인 

규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

◦ (1990년 이후)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허용 층수가 각각 3층, 4층으로 완화되면서 건축물 이격 거리 및 높이 

관련 규제, 필지와 도로의 관계가 형태와 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기범·최찬환 2003a 2003b, 주명현·최춘웅 2014)

‐ 1985년 다세대주택 외부계단을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건축기준을 완화했다가, 1993년부터 

외부계단을 건축면적에 산입하도록 하면서 계단이 내부공간화 됨

‐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면적을 확대(외부로 돌출된 노대 일부 제외(1986년), 간이화단을 노대 등

의 면적 15%이상 설치한 경우 추가 공제를 허용(2000년)

‐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는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인해 실사용 면적은 넓어졌으나 채광, 

통풍, 사생활 보호 등 주거의 질적인 측면은 악화됨

‐ 일정 높이 이하의 다락을 바닥면적에서 제외시켜 옥탑방을 양산함

(1991년 이전 1.8m 이하, 2004년 이전 1.5m 이하, 2005년 이후 평지붕 1.5m, 경사지붕 1.8m 이하)

◦ (2000년대 이후) 필로티 주차공간이 반지하 및 1층 주거공간을 대체하였다.

‐ 2000년부터 1층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주차공간 확보 기준은 

2002년부터 세대당 1대 이상을 확보하도록 강화하여 1층 공간이 필로티 주차 공간화됨

◦ (2003년부터) 주거지역 종세분화를 통해 저층주거지의 용적률이 강화되어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 공급이 

급격히 둔화되었다.

◦ (2009년) 소규모 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주차대수 확보 기준이 전용면적 30㎡이하인 경우 

세대당 0.5대, 60㎡이하인 경우 세대당 0.8대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다세대주택 공급이 다시 확대되었다.

4) 김지은·김승주, 2018,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재생 방안, 서울주택도시공사 발췌 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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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년월 근거제도 건폐율 용적률

1972.12. 건축법 ∙ 주거전용 50%, 주거·준주거 : 60% ∙ 주거전용 100%

1973.9. 건축법령 - ∙ 주거전용 80%, 주거 300%, 준주거 500%

1983.5. 건축조례 -
∙ 주거전용 : 강북 70%, 강남·여의도(강남) 80%
  주거 : 강북 250%, 강남 300%
  준주거 : 강북 450%, 강남 500%

1986.12. 건축법
∙ 준주거 이외 : 기존과 동일
∙ 준주거 70%

∙ 주거전용 100%, 주거 400%, 준주거 700%

1988.2. 건축법령 -
∙ 주거전용 50~100%, 일반주거 200~400%, 

준주거 300~700%

1990.6.

건축조례 - ∙ 전용주거 80%, 일반주거 300%, 준주거 500%

주거조례

∙ 연면적 60㎡이하 : 
  신축 70%, 증·개축 80%
∙ 특례제한 : 연면적 85㎡ 이하 

70%,연면적 85㎡ 초과 60%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300%

1990.11. 건축조례 -
∙ 일반주거 : 300%(주거용건축물 400%)
∙ 그 외 : 기존과 동일

1991.5. 건축법 ∙ 주거지역 90% ∙ 주거지역 700% 

1992.5. 건축법령
∙ 전용주거 50%, 일반주거 60%, 

준주거 70% 
∙ 전용주거 100%, 일반주거 400%,준주거 700% 

1993.4. 건축조례
∙ 전용주거 50%, 일반주거 60%, 

준주거 60%
∙ 전용주거 100%, 1종일반 200%
∙ 2종일반 300%, 3종일반 400%, 준주거 600% 

2000.1.
도시

계획법
∙ 주거지역 70% 변경 없음

2000.7.

도시계획
법령

∙ 1종전용 50%, 2종전용 50%
∙ 1종일반 60%, 2종일반 60%
∙ 3종일반 50%, 준주거 70% 

∙ 1종전용 50%~100%, 2종전용 100%~150% 
∙ 1종일반 100%~200%, 2종일반 150%~250% 
∙ 3종일반 200%~300%, 준주거 200%~700% 

도시계획
조례

∙ 1종전용 50%, 2종전용 40%
∙ 1종일반 60%, 2종일반 60%
∙ 3종일반 50%, 준주거 60% 

∙ 1종전용 100%, 2종전용 120%
∙ 1종일반 150%, 2종일반 200%
∙ 3종일반 250%, 준주거 400% 

주거조례 ∙ 특례 80%, 특례제한 : 기존과 동일 -

2002.2.
국토

계획법
- ∙ 주거지역 500% 

2002.12.
국토계획

법령
-

∙ 준주거 이외 : 기존과 동일
∙ 준주거 200%~600% 

2003.7. 주거조례 - ∙ 400%

출처 : 맹다미·백세나, 2019,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
주1)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주거조례)는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 한하여 적용되었으며 2004, 12.까지 효력

[표 2-4] 주거지역 건폐율과 용적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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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1984
(도입)

∙ 다세대주택 도입
 - 연면적 330㎡, 3층, 19세대 이하

∙  (주차)전용면적 85㎡ 이상: 연면적 150㎡ 당 1대
       전용면적 85㎡ 미만: 연면적 250㎡ 당 1대

1986
(강화)

∙ 서울시 다세대주택 허가지침 강화
 - 2층 이하 (건축심의 통해 3층 가능)
 - 인근 건물의 평균 층수·높이 이하
 - 6세대 이하 권장
 - 건폐율 50%이하(4대문 내 45% 이하)

1990·
1991
(완화)

∙ 규제 완화
 - 연면적 660㎡, 4층 이하
 - 건폐율 60% 이하
∙ (주차)건축면적 200㎡ 이하: 1대

건축면적 200㎡ 초과: 1대 + 200㎡초과 150㎡ 당 1대

∙ 다가구주택 도입
 - 연면적 660㎡, 3층 이하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 시 4층 이하)
 - 2~19가구, 구분소유 불가
∙ (주차)연면적 85㎡ 당 1대

총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 이상

1996
(강화) -

∙ 다가구 건축 심의기준 강화
 - 주택면적규제 도입: 가구당 45㎡ 이상
 - 인접대지경계선 이격 거리 0.5m→1m

1997
(강화)

∙ 주차장 규제 강화 
 - 연면적 87㎡ 초과 133㎡이하: 1대
 -연면적 133㎡ 초과: 1대 + 133㎡ 초과 90㎡당  1대 

(단, 총 주차대수가 세대당 0.6대 이상)

∙ 주차장 규제 강화 
 - 시설면적 87㎡ 초과 134㎡ 이하: 1대
 - 시설면적 134㎡ 초과: 1대 + 134㎡ 초과 90㎡당 

1대 (단, 총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이상)

1999
(완화)

∙ 규제 완화
 - 일조권: 채광창 방향 높이제한 제외
 - 대지 내 공지 규정 삭제 

(민법상 이격거리 0.5m 규정 적용)

-

∙ (주차) 시설면적 87㎡ 초과 134㎡ 이하: 1대
        시설면적 134㎡ 초과: 1대 + 134㎡ 초과 90㎡ 당 1대(총 주차대수가 세대당 0.7대 이상)

2000
(완화)

∙규제 완화
 -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2002
(강화)

∙ 주차장 규제 강화
 - 시설면적 87㎡ 초과 134㎡ 이하: 1대
 - 시설면적 134㎡ 초과: 1대 + 134㎡ 초과 90㎡ 당 1대(단, 총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 이상)

2003
(강화) ∙ 주거지역 종세분화 실시 (용적률 규제 강화): 2종 일반주거 300%→200%

2005
(강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을 준용하되, 세대당 1대 이상
 - 서울시: 전용면적 85㎡ 이하: 75㎡당 1대, 85㎡ 초과: 65㎡당 1대 이상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봄)

2009
(완화)

∙ 전용면적 30㎡이하 및 60㎡ 이하인 경우 주차대수 확보 기준 완화 
 - 전용면적 30㎡ 이하인 경우 0.5대, 60㎡ 이하인 경우 0.8대 이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주차장 

완화구역은 연면적 200㎡당 1대 이상

2011
(강화)

∙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기숙사형 주택, 주차장 완화구역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서 삭제(강화)

출처 : 맹다미·백세나, 2019,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

[표 2-5]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관련 주요 건축규제 및 주차장 법률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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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제도의 종합 5)

◦ (건폐율) 건폐율 60%에 대한 수치의 변화는 없지만, 건축면적 산정 방식은 아래의 그림 2-1과 같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일부 공간(계단 등 포함)이 예외로 인정됨으로서 실질적 건폐율은 증가되지만 법적인 건폐

율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건폐율의 목적인 일조, 채광, 통풍을 확보하는 것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 (용적률) 용적률은 2000년대 이전까지 건축조례에 의해서 300%~400% 사이에서 계획되었으나 주택의 

최대 층수가 4층 이하 이므로 최대 용적률은 240%(60%×4층)밖에 이르지 못하여 실질적 규제 수단은 

아니었다.

2000년「도시계획법」에 의해 용적률이 세분화되고, 강화되었으나, 노대·필로티 등 바닥면적 산정 예외 

조항의 무분별한 적용으로 실제 주택들 사이의 이격 거리가 축소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외국의 주거 용도지역 용적률은 200%이하이며 중․저층 주택지에서 150%이하임

◦ (필로티) 층수나 바닥면적 산정에는 제외되어 연면적 향상에 따라 사업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지만, 

필로티를 설치할 경우 주택의 높이가 높아지면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있어서 일정 이격저리가 있기 때문에 필로티를 이용한 지상 주차장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 지금까지의 제도 변화와 주택의 특성에 관한 고찰들을 종합하면,

   제도는 단독주택의 도시 구조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제도 개정에 치중하였고 초기의 양적 증가에서 

탈피하여 점차 주거지 관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제도 개정에 주택 변화가 항상 일대일 대응 

관계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여러 차례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실질적인 완화나 규제의 실효성이 드러날 

때 주택의 형태와 배치는 변화되었다.

구분 1970’s 1980’s 1990’s 2000’s

입면도
(모식도)

용적률 77% 87% 130%  (2층  / 58%(3층)
계단실 /외부계단 

가구수 1.3가구 4.8가구 (2층) / 6가구(3층)
출처 : 박기범, 최찬환. (2003). 건축법규 변화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19(4), 75-82.

[그림 2-1] 시기별 다가구 주택 건축용적 및 구성의 변화

5) 박기범, 최찬환. (2003). 건축법규 변화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발췌 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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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계획 관리 수단의 한계 대두

1) 중장기 계획관리 수단 필요

◦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은 1970년 서울시 무허가건물정리 10개년 계획에 따라 주로 강북 및 서남권 

외곽부에 대규모 이주정착지 형태로 밀집되어 분포되어 있다.6)

◦ 밀집지역의 78%는 경제활동지표가 서울시 평균 미만으로 거주자는 서울시 평균연령과 노령화 지수가 

높고, 1인 가구가 많으며, 자가 비율이 낮은 등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 80·90년대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은 필지 단위로 건설된 반면, 2000년대 이후부터는 합필을 바탕으로 

필로티 다세대주택 및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는 필지단위 개발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 90년대 이전 주차 공간 미확보, 반지하 주거 공간 등으로 인해 완화된 기준으로 실질적인 개발 용적이 

큰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은 합필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노후 다가구·다세대 밀집

지역의 물리적 여건과 거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비 및 지역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7)

 

2) 정비사업과 계획관리 수단의 결합

◦ 저층주거지는 주거지 조성 시점, 기반시설 및 필지 여건, 주택유형, 노후도, 밀집·혼재도 등 물리적 현황과 

거주민 특성, 입지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나타난다. 저층주거지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거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은 큰 효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 

◦ 「건축법」 및 「주차장법」 위주의 규제 완화나 주민 자력에 기대어 노후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어려운 여건이므로, 기존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고려한 새로운 재생 모델이 필요하다.

[그림 2-2] 통합적 도시관리제도의 필요성 대두

6) 안화연, 2018, 서울외곽 이주단지 내 도시주거형성과 변화 발췌 후 재정리

7) 김지은·김승주, 2018, 노후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재생 방안, 서울주택도시공사 발췌 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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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관련 제도의 주요 내용 및 법·제도 분석

1 ∙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1) 도시재생법 및 도시재생 관련법 현황 및 분류

◦ 현재 양천구는 목3동 및 신월3동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근거법인 도시재생특별법과 연계한 도시재생연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새롭게 등장한 제도를 

살펴보고 정합성을 검토해 본다.

◦ ｢도시재생특별법｣에 명시된 도시재생 관련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정비사업 관련 법률부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지역의 문화･예술･
커뮤니티 등의 활성화를 위한 법률까지 총 100여개 이상의 많은 법령이 도시재생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8)

◦ 도시재생사업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법률 및 사업으로 연계되어 있어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 목적인 경제적･사회문화적･물리적 재생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실현하는 목표를 보여준다.

출처 : 이지현·남진, 2016,  도시재생특별법과 관련법의 정합성 분석 연구, 발췌 후 재정리

[그림 3-1] 연계목적별 도시재생 관련법 분류

8) 이지현·남진, 2016,  도시재생특별법과 관련법의 정합성 분석 연구를 발췌·재구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거지 재생 방향 연구 20

◦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은 ｢도시재생특별법｣에서 정하는 법률의 내용 및 

적용 범위가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상위법이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경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은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물리적 환경의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절차와 내용, 건축규제 

완화 등을 규정하는 법이다. 

연계 목적 도시재생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법

상위법
∙ 법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수립) 제2항, 

∙ 법 제12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제2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수도권정비계획법

∙ 국토기본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물리적 환경

개선에 관한 법률

∙ 법 제2조(정의) 1항 7호, 

∙ 시행령 제2조(도시재생사업)

∙ 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제3항,

∙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관광진흥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개발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주택법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경관법

∙ 건축법

∙ 관광진흥법

∙ 항만법

[표 3-1] ｢도시재생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 관련법 현황

구분 도시 생활권 지역 골목

계획
∙ 도시정비기본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

∙ 생활권계획 ∙ 지구단위계획(국토계획법)

∙ 경관협정(경관법)

∙ 건축협정(건축법)

정비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 뉴타운 ∙ 재개발 ∙ 소규모정비

재생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사업)
∙ 주민편의시설 조성
∙ 보행 및 환경개선사업
∙ 주민역량강화사업

∙ 골목길재생사업

∙ 도시재생사업

[표 3-2] 도시재생사업의 상위계획 및 사업별 도시재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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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관련 제도 및 주요 이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항에 제시된 도시재생사업 연계계획·제도에 대해서 살

펴보고 각 이슈에 대하여 검토하여 도시재생의 방향성을 검토하였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법」

에 의한 건축협정, 결합건축, 리모델링활성화구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 등 도시재생 연계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을 수립한다. 이를 토대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 성격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된다.

◦ 도시재생사업은 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개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산업단지 재생사업, 항만 개발사업, 경관사업 외 국가･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 주민 

제안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법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의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쇠퇴지역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도시

재생활성화지역을 선정하였다. 

[그림 3-2]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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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9)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과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지역 등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시행한다. 

◦ 2012년 2월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도입되었고, 

서울시는 2008년부터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과 2010년 휴먼타운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관리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고, 2017년 2월에 도시정비법(2018년 2월 시행)을 

다시 개정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고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 또는 자치구가 직접, 또는 관련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수용·환지·관리처분방식으로는 신축이 어려운 필지가 

집단화된 지역에서 개별 신축이나 공동개발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다. 반면, 주거환경관리방식에 의한 

공공부문 사업은 민간의 주택개량 활성화를 견인하는 효과가 미미하다. 수용·환지·관리처분방식은 공공의 

실현 의지에 따라 예산확보와 사업추진이 좌우되기 때문에 공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림 3-3] 서울시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 현황

9) 맹다미·백세나, 2019,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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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

◦ 도시지역에 한해 적용하던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을 포함하여 관리하던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 및 개

편하여 토지이용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2002년 ｢도시계획법(‘62)｣과 ｢국토이용관리법(‘73)｣을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편하였고 유사한 목적으로 규정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하였다.

◦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여 

해당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계획

용도지역지구 행위제한

제42조 대지의 조경

건축법 개체규정 대지 및 도로규정 제43조 공공공지등의 확보

제44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다른 건축제한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집단규정 일반규정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제59조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지정구역)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제84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표 3-3] 국토계획법과 건축법의 건축물 규제 및 완화 관계

◦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유형) 저층주거지 관리를 목적의 지구단위계획은 단독주택지 보전·정비·관리형 지

구단위계획이며, 세부적으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블록단위 주거지 정비형 지구단위

계획,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으며 이외에 리모델링형이나 기성상업지 환경정비형도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범주에 포함된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의 유형에는 포함되지 않지

만,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의 지구단위계획도 저층주거지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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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2월 기준 서울시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342개소이며 이 중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지구

단위계획구역 현황은 총 32개소(9.4%)로 5.9㎢(7.5%)에 지정되어 있으며, 이 중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형 

2개소, 주거환경관리사업 13개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6개소, 역사문화지구 1개소, 대학가 주변 8개소, 

기타 2개소로 구성되어 있다.10)

유형 구역 수 면적 비율

계 342 79.2 100.0

지역특성보전

계 50 7.4 9.3

단독주택지
보전·정비

전체 33 3.1 4.0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구역 22 3.0 3.8

특화가로 보전
전체 17 4.2 5.3

저층주거지
지구단위계획구역 10 2.9 3.7

기성시가지 관리 186 55.2 69.6

계획적 개발 106 16.7 21.1

주 : 단독주택지 보전·정비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 10개소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1개소는 자연녹지지역임.
자료 :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내부자료(2016.12월 기준)

[표 3-4]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 %)

구분 특징 지정대상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과 개선
여지가 있는 저층주택지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이 아닌 보전
정비형으로 계획 유도

∙ 역사적 문화, 전통 등 그와 유사한 보전 가치를 지닌 지역
∙ 해당 주민의 공동체와 커뮤니티가 잘 유지되고 있는 지역

∙ 양호한 저층주택지의 보전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블록단위 

주거지 정비형
지구단위계획

∙ 계획구역의 여건에 따라 필지단위 

또는 블록단위로 획지계획을 수립

∙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형성된 격자형 가로망의 도시조직을 가진 기반시설

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
∙ 다가구, 다세대가 밀집하고 필지의 정렬이 양호하여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환경

개선의 여지가 있는 지역
∙ 기반시설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나, 3열 이상 과다열로 형성된 블록이 밀집되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기준)

∙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과 개선 

여지가 있는 저층주택지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의 추진이 아닌 보전

정비형으로 계획 유도

∙ 성곽 주변 등 역사, 문화, 장소, 옛 정취 보전, 거주지 및 거주민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지역

∙ 양호한 저층주택지를 보전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그 밖에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

주 : 서울특별시, 2019,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표 3-5] 서울시 단독주택지 보전․정비․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 (지구단위계획 한계) 지구단위계획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경관사업과 같은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수단

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공공부문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민간부문은 신축행위에 대해서만 계획의 실효가 있고, 규정 대부분이 권장사항이며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획이행을 유도할 수단이 필요하다. 

10) 맹다미·백세나, 2019,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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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협정, 결합건축, 자율주택정비사업

① 건축협정 11)

◦ 건축협정은 2014년 개정된 ｢건축법｣에 도입되어, 도심의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간 협정을 통해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주차장, 조경 등을 통합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전원 합의로 협정이 체결된다.12)

◦ (대상지) 건축협정이 가능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존치지역 내로 서울시 조례에서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토지 면적이 60㎡보다 적은 경우, 4m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 단독개발이 어려운 세장형·

부정형토지로 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일 때 구의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 

등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조례로 정하고 있다. 

◦ (특례)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건축법의 대지분할 제한이나 건축기준 및 건축규제, 건축허가 등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되고,

◦ (활용 가능성) 건축협정은 낮은 사업성, 접도 조건 등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필지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 

∙ 필지 : 부정형(맞벽건축 불가)
∙ 도로 : 각대지 접도 필요(a대지 건축 불가)
∙ 주차장․조경 개별 설치
∙ 건물 높이 : 도로너비×1.5 이내
∙ 건폐율·용적률 각각 적용
∙ 허가․감리․사용승인 : 각각 적용

∙ 구획정리(맞벽건축 가능)
∙ 협정지 단위로 도로 적용(a대지 건축 가능)
∙ 주차장․조경 공동 설치
∙ 조례로 적정 높이 규정
∙ 건폐율·용적률 구역단위 적용
∙ 건축절차 협정지 단위로 일괄(One-Stop) 적용

[그림 3-4] 건축협정(맞벽건축) 예시도

◦ (한계) 필지 단위의 신축을 통해 주변 주거지의 정비 및 관리 수단으로 활용도 가능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 자력에 의한 건축협정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협정건축물이 구조, 공간, 설비를 다양하게 공유하기 때문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독립 소유권으로 

유지되는 경우와 토지소유권은 독립이되 건축물 소유권은 구분소유권으로 설정되는 등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및 등기등재와 연계성 검토 등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11) 맹다미·백세나, 2019,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

12) 성은영·임현성, 2013, 건축협정제도의 활용 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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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언) 주민 스스로 건축협정을 시도하기 위해 인접 대지 소유자를 설득하여 동의를 받고, 재산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축협정 내용에 대해 조율·합의하며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건축협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기존과 같이 인허가권자에 한정된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코디네이터, 협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

구분 근거법령 내용

건
축
기
준
특
례

적용
배제

법 제57조 제3항 ∙ 대지분할 제한 적용배제

법 제59조 제1항
영 제81조 제1항
          제4항
영 제86조 제2항

∙ 대지안의 공지(법 제58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법 제61조), 

경계선 부근의 건축(민법 제242조) 적용배제

∙ 0.5m 이상 이격 적용배제

∙ 조례로 정하는 맞벽건축 기준의 건축협정 적용배제

영 제86조 제2항
제2호

∙ 건축협정구역에서 대지 상호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건축물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배제

통합
적용

법 제77조의13 제3항

∙ (연접한 대지, 맞벽건축) 대지의 조경(법 제4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법 제44조), 지하층의 설치(법 제53조), 건폐율(법 제55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주차장법 제19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하수도법 제34조)

법 제5조
영제6조제2항
제6호

∙ (연접한 대지)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적용

법 제77조의13 제5항

∙ (합벽건축) 대지의 조경,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계단, 지하층의 설치, 건폐율, 

용적률, 부설주차장의 설치, 우편수취함,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건축법의 기준 

통합적용

완화
적용

법 제77조의13 제6항
영 제110조의7 제1항

∙ 대지의 조경(법 제42조), 건폐율(법 제55조), 용적률(법제56조), 

대지 안의 공지(법 제58조), 건축물의 높이제한(법 제60조)

∙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법 제61조)

법 제5조
영제6조제1항
제12호

∙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주택법 제35조 ∙ 주택 건설 기준

출처 : 여혜진 외, 2016, 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연구

[표 3-6] 건축협정제도 건축 기준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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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법정 
건폐율과 용적률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대지 계획 수립 가능

⦁건축협정구역에서는 조경, 진입도로, 주차장, 
지하층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적용

⦁건축협정구역의 북쪽이 필지와 접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따르나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물 간에는 높이 제한 미적용

⦁건축물 높이 9m이하는 정북방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이상, 9m초과 부분에서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이격해야 하며, 맞벽 건축의 경우 미적용

출처 : 여혜진, 2015, 건축협정제도의 정착과 확산 정책 

필지
단위

용적공유형
·

맞벽·합벽
건축형

용적공유형 맞벽·합벽

용적통합형 :공동개발 건축지분 소유 용적교환형 : 잔여용적률 교환 필지경계선에 맞벽 건축 필지경계선까지 수평증축

시설통합형

계단통합형 : 계단(코어) 공유 주차장통합형 : 지상 또는 지하주차장 조경통합형 : 조경 통합 설치

구역
단위

단위 블록형

소가구 단위 블록형 대가구 단위 블록형

맞벽건축형＆(지하)주차장＆건폐율통합형 외부공간 통합 및 조경공유 맞벽 + 주차장 + 건폐율

 출처 : 여혜진 외, 2017, 집단적 건축협정 도입 및 건축협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그림 3-5]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한 건축완화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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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결합건축(용적률 통합 적용) 13)

◦ 결합건축은 2016년 ｢건축법｣에 신설되어, 2개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

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방식이다. 

◦ (대상지) 결합건축이 가능한 지역은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한정된다. 

◦ (적용요건) 대지 간 최단거리가 100m이내의 범위에서 2개 대지 모두 동일구역에 속하고, 12m이상 도로

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결합건축 협정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결합건축 협정을 체결하면 유지 기간은 최소 30년이다.

◦ (활용가능성) 결합건축은 이미 인접 대지가 개발되어 건축협정으로도 개발이 불가능한 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고, 고밀 개발이 필요한 필지와 결합하여 용적률 이양이 가능하다. 

그러나 결합건축 역시 사업을 시도하고 협의를 유도하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그림 3-6] 결합건축 개념도

③ 자율주택정비사업

◦ 2개 이상 필지에 대한 소규모 공동개발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협정 외에도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

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특례법)｣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 (대상지) ｢소규모주택특례법｣에 의한 사업방식에는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포함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소유자가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방식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소규모 전면철거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며,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으로 

저층주거지 내에서는 연립주택 단지에서 적용할 수 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은 소유자 전원 합의로 구성된 주민합의체가 직접 하거나 시장·구청장, LH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외부기관) 중 하나와 공동시행이 가능하다. 

합필형, 자율형, 합필+구획정리(60㎡이상), 건축협정형, 합필+구획정리+건축협정 등 결합방식은 다양하다.

13) 맹다미·백세나, 2019,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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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주택정비사업) 2012년 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사업추진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낮고 작은 

단지 규모와 건축물의 높이 제한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주택정

비사업에 비해 공사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와 일반분양이 가능해 개별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을 구성하여 시행하거나 외부기관과 공동시행할 수 있다. 반면에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보다 이해관계자가 많아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다.

[그림 3-7]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건축협정 결합

구분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근거법 ∙ 건축법 ∙ 소규모주택특례법 ∙ 소규모주택특례법

주체 ∙ 소유자등(건축협정운영회)
∙ 주민합의체(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협정체결자, 건축협정운영회 포함)
∙ 주민합의체(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또는 조합
동의 ∙ 전원 ∙ 전원 ∙ 주민합의체 : 전원      ∙ 조합 
범위 ∙ 2개 필지 이상 ∙ 2개 필지 이상 ∙ 구역면적 1만㎡ 미만
승인 ∙ 건축협정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사업가능
대상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존치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 재정비촉진지구내 존치지역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지역

∙ 가로구역 :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4m 이상의 통과도로가 없는 
일단의 구역

절차 ∙ 시행자→건축심의(필요시 도시게획 등과 통합심의)→사업시행인가→착공 및 준공

필지구획 유지/합필 합필 합필

지원/특례

∙ 대지분할 제한 미적용
∙ 건축물의 건축기준 통합적용 :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폐율, 
지하층·부설주차장·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 건축규제 완화 :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
제한, 주택건설기준

∙ 맞벽 건축 시 건축허가 공동신청 및 행정
사항 통합적용

∙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사업비용의 일부를 
공공 지원 가능

∙ 비용 일부 보조, 출자, 융자, 융자 알선
∙ 공공이용시설 사용료 등 면제
∙ 건축규제 완화 : 대지의 조경, 건폐율(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 높이제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기준, 공동이용시
설등을 설치 시 용적률 완화, 주차장사용권 확보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임대주택건설 시 : 전체연면적 20% 이상 임대주택 연면적 확보 시 법정용적률 
상한까지 건축

∙ 정비지원기구에 의한 정책, 상담·교육,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지원
∙ 임대관리업무 등 지원
∙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주시설로 사용하도록 우선 공급

기타 -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가능
∙ 필요 시 공공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확충

출처 : 맹다미·백세나, 2019,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발췌 후 재정리

[표 3-7] 건축협정·자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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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지규제최소구역

◦ 2015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변화하는 도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며, 토지이용의 복합화를 통한 도시정비촉진과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경제기반활성화계획 수립지역을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상지)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도시 활성화를 위한 호텔, 상업, 

업무, 컨벤션 등 다양한 기능에 대한 복합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 (특례) 기존 용도지역제에 따라 주거와 호텔 기능 등의 혼합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개발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용도지역제에 따른 용적률과 건폐율 등 개발밀도 규제 특례 조치도 가능하며, 

체계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 건축물의 배치·형태·건축선 등의 건축계획, 환경관리, 

교통처리, 경관, 단계별 집행계획, 재원조달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지침에서 정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완화,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기준 완화 규정 등이 적용된다.

◦ (활용가능성) 현재 도입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에 국한

되어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적용될 수 있으나 향후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근린재생형에도 적용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하며,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활성화계획 수립과 병행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위한 상세한 계획내용을 수립하여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민간 자본유치를 통

한 재생사업 추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도시재생특별지구

싱가포르 화이트존
(White Zone)

미국 샌프란시스코
특별복합용도지구

(Special Use District)

도시계획 규제완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도시계획을 사전에 결정하지 않고
미래의 토지이용에 유연성과 창의성 제공

주거, 상업, 공업의 용도를 혼합해
투자활성화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 내에서
용도, 밀도, 배치 등을 조성

시장변화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용도를 자유롭게 결정

용도지역 위에 특별한  용도지구를 
중첩(overlay district) 하여 
기존의 규정을 완화·배제

⦁용도규제, 용적률 제한, 사선제한
⦁고도지구에 따른 높이 제한 등 완화
⦁행정기간 단축, 금융지원, 전담협의회

⦁용도 복합화(지역별로 차별적 적용)
  단, 밀도는 규제
⦁용도 결정을 위한 인허가 심의 배제

⦁전면공지, 대지의 공지, 높이, 주차, 용도 
등 완화

⦁일부 숙박업, 대규모 상업시설, 영화관, 
안마시설 등 조건부용도 허가

⦁신주쿠
 - 용도 : 상업
 - 용적률 : 1,150% 높이 85.38m
  (법정 : 용적률 470%, 높이 99.8m)
 - 정비내용 : 사선제한 배제, 

인센티브 680%

⦁미디어폴리스
 - 일, 생활, 높이, 학습이 조화를 이루는 

과학마을로 만들기 위해 화이트존 활용
 - 기존의 호용 용도인 미디어산업에 소매, 

오락, 아파트, 호텔 추가

⦁Van Ness and Market Downtown
 - 주거와 상업용도 혼합 장려

출처 : 김상일, 조혜진 (2015). 서울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운용방향.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표 3-8] 입지규제최소구역 해외 유사 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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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협상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특별건축구역

근거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건축법

목적

∙ 대규모 개발용도

지역 변경시, 

기부채납 비율 

정례화

∙ 전략적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입안권자, 결정권자의 공

공목표 확보

∙ 도시공간의 압축·효율적 이용

과 도시경쟁력 강화

∙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을 

유도하여 도시경관과 건설기술 

수준 향상

지정

요건

∙ 단일기능으로 

이용되며 독립적 

개발이 가능한 

1만㎡ 이상 토지

∙ 대규모 복합단지

∙ 복잡한 지형

∙ 창의적 개발유도

∙ 추후 개발프로그램 유도

∙ 지구단위계획 지정목적 

달성

∙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

∙ 지역 거점 역할의 

시설중심으로 정비 필요 지역

∙ 대중교통 결절지 1km 이내

∙ 노후 불량 건축 밀집주거 또는 

공업지역

∙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수립지역

∙ 특별법에 의한 사업구역

∙ 택지개발사업구역

∙ 도시개발구역

∙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지역

∙ 건축문화진흥 목적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 조성 지역

∙ 그 외 시장이 인정하는 

도시·지역

∙ 소필지 밀집지 공공개발 : 

3천㎡ 이상

∙ 나대지 및 이전적지 : 

5천㎡ 이상

∙ 대규모 이전적지 및 필지 : 

분할지정가능

∙ 도시지역 내 1만㎡ 이상

∙ 주거·상업·공업 총면적율 

기준으로 특별시 : 1%이내

∙ 녹지지역은 구역면적의 

10%이내만 포함가능

∙ 공동주택(아파트,연립) 

(200세대부터)

∙ 단독주택(50동 이상)

∙ 문화,판매 등 (2천㎡ 이상)

∙ 기타(1천㎡이상)

지정

권자
∙ 시·도지사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군수

∙ 시·도지사, 

50만이상 대도시시장

∙ 국토교통부장관

∙ 시·도지사

개발

밀도

∙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 용도지역 준수

∙ 용도지역 상향 1단계 

조정 

※ 인센티브, 기부채납에 따라 

추가 용적률 부여

∙ 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

건축

규제
- ∙ 배제 또는 완화 ∙ 배제 또는 완화 ∙ 배제 또는 완화

타법률

특례

- ∙ 같은 법 

용도지역·지구·지구단

위계획 포함

∙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인정

∙ 학교환경유생정화구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 완화

∙ 소방시설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일부

공공

기여

∙ 증가 용적률의 

60% 해당 토지의 

금전적 가치평가 

후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익시설제공

∙ 일부주거지역 종상향시 

지침에 제시된 공공시설 

확보 비율을 따르나 그 

밖의 녹지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의 

변경은 별도의 

도시계획절차를 거침

∙ 기반시설 확보계획 제시

∙ 기반시설 부지 또는 설치비용 

부담은 구역결정(변경) 

예정시점 기준으로 토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

∙ 기반시설계획 의무계획이 

언급 없음

출처 : 김상일, 조혜진 (2015). 서울시 입지규제최소구역 운용방향.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표 3-9] 입지규제최소구역 유사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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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리모델링활성화구역 14)

◦ ｢건축법｣에 근거를 둔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은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부여하여 리모델링사업을 촉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 (대상지) 건축연한이 15년 이상인 건축물 동수가 전체 동수의 60% 이상인 지역에 지정되며, 서울시는 

전체 저층주택 약 46만 동 중 약 72%는 건축연한이 20년 이상, 35%는 30년 이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하거나 지역특성 보전이 필요한 경우와 이미 고밀 개발된 필지의 경우 주택을 개량하려면 

신축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집수리 또는 리모델링사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2011년부터 기성시가지를 

활성화하거나 골목길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 (지정 현황) 2018년 3월 말까지 11개 자치구에 24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이 중 14개소가 저층주거지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과 근린재생형 도시

재생활성화지역 등에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을 확대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 (특례) 구역 내 15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규제 완화가 적용되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0% 

범위 내에서 증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다.

◦ (한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중 저층주거지에서는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증축한 사례가 적다. 증축이 

저조한 것은 증축 시 늘어난 연면적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데 소규모 대지에 

건폐율이 높은 저층주택에서는 추가 주차면적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가 건축규제 완화 적용을 통해서 저층주거지 내에 기존 주택의 개량․
관리․보전을 위한 유용한 면적 정비수단으로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림 3-8] 서울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현황

14) 장남종·이현진·백세나, 2018,  서울시 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개선방안 발췌 후 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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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노후 저층주거지 물리적 재생 방안 적용

1 ∙ 통합 관리 방안으로서 지구단위계획 제안

1) 도시재생 관련 제도와 지구단위계획의 연계

① 해제지역 관리 수단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한계와 가능성

◦ 2012년 1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총 386개(’19.1. 기준) 구역은  

물리적 측면에서 건축물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등 주택·안전·생활편의시설이 열악하고 인구·사회적 

측면에서 취약계층 거주지로서 지역침체와 무분별한 신축으로 인해 쇠퇴가 가속화되고 있다. 

◦ 해제지역에 대한 지원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서울시는 서울형 도시재생을 통하여 건축, 기반시설, 

행·재정 지원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재생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 쇠퇴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공동체 기반 형성,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하는 활성화계획의 특성상 지역

차원의 도시 관리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나,

◦ 물리적 쇠퇴와 인구 감소 지표를 기준으로 선정된 대부분의 주거지활성화지역은 지역 문제와 가치 환기

를 통한 지역 기반의 공동체 형성과 노후 건축물 및 기반시설 개선에 따른 공공 및 민간부문의 관리

계획 제시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② 도시재생 관련 제도의 지구단위계획 연계성 검토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연계) 지구단위계획은 일정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계획의 내용을 구체화

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대한 계획을 입체적이고 종합적 관리 방안 

제시하는 주요 역할을 한다.

◦ 활성화계획은 파급력 있는 5년간의 마중물 사업과 연계사업을 통하여 지역중심의 활력을 주는 실행계획

으로, 사업실행 기간에 한정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5∼10년 마다)가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을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활성화계획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에는 기간의 한계성 외에 활성화계획이 

재생사업의 사업의 실행성을 높이고자 사업계획 시행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혹은 

이후 과정의 개별 신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구단위의 도시관리가이드라인 제시와 절차의 조

율 및 통합절차가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지구단위계획과 연계할 때 도시관리가이드라인에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부문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건축·경관디자인가이드라인과 주민협정 등으로 관리계획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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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건축·건축협정 연계) 건축협정 수요가 높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규제사항과 상충되

거나 지자체별 법리해석의 차이로 건축협정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의 규제항목과 

정밀한 비교검토를 통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이제까지 ｢건축법｣이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 위주의 법령인데 비해 건축협정제도는 건축행위를 활성화

하고 지원하기 위한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이 충분히 상세하고 명확하게 지속적으로 보완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적용·관리하고 통합 절차를 추진하여야 한다.

◦ (입지규제최소구역 연계)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 기반을 

확충해왔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속도가 느리고, 예산집행이 더디며, 주민의 체감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어, 그간의 제시된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계획이다.

◦ 혁신지구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여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 완화, 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 등 특례사항을 부여하고,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건축·도시·교통·재해 등 사항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일괄 심의를 통해 각종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축소하여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 등 개발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수 있어 시행인가 후 즉시 착공이 가능하다.

출처 : 장남종, 2018, 제3차 노후 저층주택 개량 활성화 방안 심포지엄(저층주거지 리모델링활성화구역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발췌 후 재작성

[그림 4-1] 저층주거지 개발 관련 주요사업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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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구단위계획의 적용 가능성 검토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지구단위계획 통합 계획 방안 검토

① 도시재생사업의 연계성으로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의 가능성

◦ (현행 지구단위계획 한계)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규제성격이 강해 노후주택 문제해결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밀도와 건축물의 형태와 함께 해당 구역의 효율적 활용 및 유지·관리를 

포용하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다.

◦ (신규 건축제도의 한계) ｢건축법｣ 기반의 도시재생의 신규제도는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소규모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실현성이 미비한 상태이고, 신축수요에 대응을 위한 활용이 미흡하고, 

가꿈주택 같은 보조·융자 지원을 통한 개량수요가 있어 호응이 있어, 신축에 대한 수요 확장 및 유도를 

위한 제도 활용이 미흡하다. 

신축

리모델링
집수리

증축
용적률 완화   건폐율 완화   일반 증축 대수선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건축협정(결합건축)구역,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입지규제최소구역

《------   리모델링활성화구역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적용 범위 확대-----------------------》

저층주거지 맞춤형 건축규제 
완화기준 정비 대수선·집수리·리모델링 통합 시스템 계획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범위 확대

및 주택개량 수단 확대
건축규제 완화적용 대상

유형별 주택개량 지원방식 차별화

[표 4-1]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범위 적용 검토

◦ (통합계획을 위한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 재생 연계 제도를 도입시 각각의 절차와 지침의 

운영으로 정합성 및 효율성이 낮을 수 있으므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효율적 활용 및 유지·관리에 

집중하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을 통해, 대상지 맞춤형 건축규제 완화 특례 등을 반영한 새로운 

유형의 통합계획을 포함한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사업+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절차 운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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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기존 지구단위계획

（건축법 관련 도시재생 제도 포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통합)

계획적

관리차원

∙ 사업완료 후 지속적 관리가 안됨 ∙ 주거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난개발 방지 등 관리가 가능 하나, 

지역 활성화 효과가 미비

∙ 재생사업 추진 중 혹은 이후 과정의 개별 

신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역 

차원의 도시관리가이드라인을 제시

∙ 해당 구역의 효율적 활용 및 유지· 

관리·실행을 하는 통합형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

∙ 도시재생법상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하나 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기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기반시설 계획의 실현성 낮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 정비

(신설, 확장 등)

밀도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인센티브)

∙ 도시재생법 법령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확보가 가능하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 밀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밀도에 대한 완화 규정 수립 가능 ∙ 지구 전체를 총괄하여, 건폐율· 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등 건축 규제 완화 등 

특례부여를 부여하고, 

∙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관련 

건축·도시·교통·재해 등 사항 일괄 계획 및 

절차 이행

재원조달

∙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재원확보 

가능

∙ 계획적·관리적 성격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는 기반시설의 

재원 확보 어려움

∙ 도시재생사업 예산으로 재원확보 가능

[표 4-14] 통합계획을 위한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방향

②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의 목표

◦ 주거지 특성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세분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며 지역 특성별로 관리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지양한다.

‐ 주거지 조성 시점 및 사업, 기반시설 및 필지 여건, 건축물 유형 및 혼재도 등 물리적 현황과 

거주민 특성, 입지특성 고려가 필요하다.

◦ 도시재생사업비를 예산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주민 자율적·공공주도로 추진되는 주거지관리 및 기반시설에 

대한 실행력을 담보로 하는 것을 주거환경에 대한 실행·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 저층주거지 특성별 맞춤 개선 방향 및 관리체계 수립 ]

기반시설정비
[ 접도여건 개선, 도로 연계성 강화 ]  

인센티브 계획
[ 저층주거지의 자율적 정비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 강구 ]  

공공기여 계획
[ 주거민의 자율적 주거환경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시·경관·건축가이드라인 마련 ]

[표 4-15]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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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 수립 항목 검토

① 건축행위에 대한 형태 규제사항 검토

◦ ｢건축법｣에서 건축물과 관련된 법규 검토를 통하여 건축행위에 대한 형태 규제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에

서 설정과 건축 형태에 대한 요소를 분석하고,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이 관련 제도와의 연계하기 

위한 요소를 검토한다.

출처 : 임유경·진형경, 2010, 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방안 연구

[그림 4-2] 건축 및 도시형태 결정 법제도 요인 분석 개념도

건축법 조항 내용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대 지 의  조 경 ⦁제42조 대지의 조경

공 개 공 지 ⦁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대 지 와  도 로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 축 선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피
난
시
설

계
단

직    통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직통계단의 설치
  - 피난계단의 설치
  -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 옥상광장 등의 설치

피    난

옥 외 피 난

선    큰

출  입  구

옥 상 광 장

피 난 안 전 구 역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건   폐   율 ⦁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용   적   률 ⦁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대 지 의  분 할 ⦁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대 지 안 의  공 지 ⦁제58조 대지안의 공지

맞 벽 · 연 결 복 도 ⦁제59조 맞벽건축과 연결복도

높 이
⦁제6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보칙 면적, 높이, 층수 산정 ⦁제84조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출처 : 임유경·진형경, 2010, 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방안 연구

[표 4-16] 건축법 조합에 따른 건축행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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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구단위계획 요소와 건축행위에 대한 형태에 대한 연계 사항 검토

◦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시 사례를 보면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하여 신축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

획의 규제와 상충되거나 지자체의 법리해석의 차이로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기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구단위계획의 규제항목과 정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각 제도의 정합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15) 

◦ 현재 서울시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시 주민협정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수립하여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을 나누어 주민 약속에 따라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닌 참여형 계획수립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계획구분 세부지침
● 규제사항 ○ 권장사항

(주민협정 체결가능 항목)

대지조성

가구 ●

공동개발 지정 ●

자율적 공동개발 ○

건축물 용도 불허용도 ●

건축물 규모
건폐율, 용적률 ●

높이 ●

건축물 배치

건축한계선 ●

벽면한계선 ○

그린 존(Green Zone) ○

대지 내 공지 ○

건축물 형태

지붕 : 차폐시설, 평지붕 조성시 옥상녹화 ●

재료 : 지붕 및 외벽 ●

색채 : 원색 지양 ●

지붕 : 형태, 경사도 ○

외벽 : 입면, 재료 ○

색채 : 지역색, 기타시설물 ○

부착시설물 : 차폐시설 ○

맞벽건축
(건축법 시행령 관련조항 개정시 적용가능) 

○

경관 및 
환경친화요소

기본경관계획 등 적용 ○

옥외광고물  ●

야간조명 ○

자연지반 보존 ○

옥상녹화 ○

벽면녹화 ○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

신·재생에너지시설 ○

녹색주차장 ○

생태면적률  ●

출처 : 도봉구 방아골 지구단위계획(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참조

[표 4-17] 지구단위계획 지침(민간부문) 중「규제사항」,「권장사항(협정)」에 대한 구분

15) 건축협정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정비방안 연구, 건축협정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용역 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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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시재생 관련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요소 연계성 검토

◦ 앞서 살펴본 건축물 형태규제 관련 조항을 지구단위계획 항목에 접목하여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도시

재생활성화사업이 사업추진 단계에서 ｢국토계획법｣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항목인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사항과 ｢건축법｣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축 형태에 대한 규정의 통합적 방안을 적용하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에 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과밀개발의 우려가 생길 경우, 가로환경 및 경관 

개선 등 공공성 기준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협력 특례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주요계획 기존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특별

계획구역
자율

주택정비
건축
협정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안)

용도지역 ∙ 용도지역 상향에 관한 계획 ○ ○

기반시설 ∙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계획 ○ ○ ○

최대·최소
규모

∙ 필지계획 ○ ○

획지계획 ∙ 획지, 공동개발(지정, 권장, 자율적) ○ ○

건축물용도 ∙ 불허용도, 권장용도 ○ ○

건폐율 ∙ 용도지역 및 지역여건 고려 완화계획 ○ ○ ○ ○ ○ ○

용적률 ∙ 용도지역 및 지역여건 고려 완화계획 ○ ○ ○ ○ ○ ○

높이 ∙ 가로구역별 및 여건 고려한 최고높이계획 ○ ○ ○ ○

건축물의 
배치·형태·
색채 등

∙ 보차혼용통로, 건축한계선, 
  건축물가이드라인, 경관가이드라인

○ ○

건축

형태 

규정

① 일조 채광방향에 의한 높이 제한

건축
협정
결합

○ (공동주택)

건축
협정
결합

② 주차장 확보 ○

③ 접도조건

④ 대지의 조경 ○ ○

⑤ 대지안의 공지 ○ ○

⑥ 건축선 ○

⑦ 공개공지 ○

⑧ 일조확보 ○

기타 ∙ 차량출입불허구간, 교통처리계획 ○ ○

[표 4-18]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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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지구단위계획 통합계획

① 지구단위계획의 밀도계획 반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 현 계획체계에서는 근린재생 일반형에서 활성화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변경)은 실현 

불가능하므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실행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② 도시·경관·건축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및 절차 실행

◦ 지구단위계획은 건축행위가 발생했을 시, 건축디자인가이드라인의 내용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건축위

원회 등의 행정절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역할을 통해 도시재생활

성화지역 내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전체 또는 일부 구역, 가로 등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

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절차가 시행할 필요가 있다.

③ 인센티브를 활용한 지역의 특성 보존 및 지역 활성화 유도

◦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유도형 인센티브 항목을 계획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항, 특정 용도의 입지 유도 등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측면에서 향후 지역의 특성 유지,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항목을 계획하고 적용할 수 있다.

◦ 통합적용한 건축기준의 대상과 범위를 파악하여 디자인가이드라인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다.

‐ ｢건축법｣상 통합적용 가능한 건축기준의 대상과 범위를 파악하고, 신규제도 및 기준을 통합하여 

적용한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요소를 검토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④ 공공기여를 통한 공공부문의 사업 실행

◦ 지구단위계획은 그 자체로서 사업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사업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의한 생활 기반시설 조성과 공공기여를 통해 기반시설 등 공공부문의 사업이 

가능하여 도시재생의 또 다른 연계사업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항목 기준(예시)

공공성

그린존(GREEN ZONE)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지안의 공지 부분(1m) 조경 설치

보행로 ∙ 도로로부터 대지안의 공지 부분(1m) 보행로 설치

주차장 설치기준 ∙ 5m이하(2면) 접도 가능 / 8대 이상은 연접, 도로에 면한 주차 금지

골목쉼터(공개공지) ∙ 도로에 면하도록 1m X 2m 이상의 쉼터 조성(보행로 활용 가능)

담장 설치 금지 ∙ 도로를 접하지 않는 면으로 1.2m이하 설치가능

친환경

옥상 녹화 ∙ 평지붕 계획 시 옥상 녹화 유도, 건물의 환경부하 저감과 도시환경 개선

녹색주차장 ∙ 잔디블록, 투수성 포장 등으로 주차장 조성, 친환경적 골목개선 효과

신재생에너지/에너지절약 ∙ 태양광 패널 설치,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절약계획 등

디자인
지붕 ∙ 색채 / 재료 / 형태

외벽 ∙ 설비 등 시설물 전면에 부착 금지, 부득이한 경우 가림막 설치

[표 4-19] 공공기여를 통한 가로환경 정비 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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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여를 통한 가로환경 정비 예시]

[물리적 재생 방안 적용 예시]

⦁(4층 이상의 원룸골목) 골목으로 가로에 면하여 최대 용적으로 지어진 원룸형 건축물들로 둘러싸여 폐쇄적이면서도 단조로운 경관을 보이고 있음. 
  맞벽 건축을 통해 전면공지를 활보하면서 건축선은 후퇴되어 보행 도로가 확폭되고, 도로의 개방감이 높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단독·다가구 건물) 맞벽 건축을 통해 공지를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도로를 확폭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며, 측면공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서 
가로변은 보행자 위주의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됨. 건축선이 후퇴하면서 보다 다양하고 합리적인 건축형태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출처: 임유경외, 2012, 건축의 품격 향상을 위한 건축물 형태규제 개선방안 연구 재구성

[그림 4-3] 물리적 재생 방안 적용 예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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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적극적인 지역 관리 주체로서 주민조직 구성 및 운영

◦ 근린재생형 활성화지역의 경우 계획 수립과정에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단기간에 계획이 수립되어

야하는 사항으로, 지차체 주도로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활성화지역이 선정되면서 주민참여가 미흡한 실정

으로,

◦ 활성화계획 및 사업시행가이드라인에서 주민참여 과정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수립 주체나 

행정전담조직은 여전히 주민참여를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

◦ 따라서 역량 있는 지역 공동체의 참여가 도시재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쇠퇴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제안으로 

활성화지역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현행법에는 활성화지역의 지정 

제안과 변경은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주민주도로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으로, 

활성화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제안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재생형 지구단

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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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월3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실질적인 지원방안 검토

1) 대상지 선정 배경

◦ 양천구의 신월동 일대 저층주거지는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1972년), 목동 신시가지(1984년)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형성되었다.

◦ 신월3동 지역은  서울시 1967년 무허가주택 현실화 계획수립의 일환으로 경인토지구획정리사업과 연계

하여 철거민 이주단지로 시작하여, 90년대 초 현재의 반지하와 2층 구조의 다가구 밀집 형태가 형성된 

주거지로 2017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 해제 후 소유자 대다수가 고령층인 탓에 자력정비능력 및 

의지 부족으로 지역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다.

◦ 또한 김포공항과 인접한 지역으로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지역개발을 저해하여 지역 환경쇠퇴, 젊은 주민 

유입 부족, 지역 정비 동력 상실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지역이다.

[70년대 신월동의 모습] [80년대 신월동의 모습]  [현재 신월동의 모습]

[그림 4-4] 선정대상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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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정 대상지 현황

① 대상지 개요

◦ 위치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176-1번지 일원

◦ 개발밀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건폐율 60% / 용적률 200%), 높이제한 7층 이하

◦ 건축물 및 기반시설 현황 

‐ 서·남측으로 각 4m, 동·남측 6m 도로, 블록의 단변 20m, 장변 112m로 2열 격자형 도로체계 구성‐ 단변(가로)9m×장변(세로)10m의 토지 형상으로 필지면적이 90㎡이하로 서울시 저층주거지 평균

면적 182㎡보다 50%규모(단독·다가구 156㎡, 다세대 222㎡)16)‐ 1972년 대지조성 이후 1980년 후반 이후 다세대 주택으로 건축물 신축이 된 것으로 판단됨

a. 필지와 가로의 관계
b. 필지와 공지의 관계
c. 필지와 건물의 관계
d. 필지 간 집합 관계

[그림 4-5] 선정대상지 현황

구분 지번
대지면적(㎡) 접도

현황
건축허가

년도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층)

공부상 CAD 지상 지하
1 176-1 93.5 78 4m,6m 1976 53.19 53.19 56.9 - 1 -
2 176-2 89.1 70 4m 1993 50.58 148.24 60.0 115 2 1
3 176-3 87.7 71 4m 1991 68.84 155.36 56.9 147 3 1
4 176-4 89.4 68 4m 1991 52.83 189.48 58.9 153 3 1
5 176-5 88.5 81 4m 1991 62.62 154.44 59.5 115 2 1
6 176-6 90.4 72 4m 1995 52.06 156.91 59.7 119 2 1
7 176-7 90.0 72 4m 1991 51.57 154.60 58.6 113 2 1
8 176-8 88.3 76 4m 1992 57.42 149.40 61.1 115 2 1
9 176-9 88.7 76 4m 1996 53.97 166.37 62.9 138 3 1
10 176-10 91.2 62 4m 1976 57.24 57.24 62.8 - 1 -
11 176-11 91.0 69 4m 1991 52.72 154.60 57.9 112 2 1
12 176-12 89.8 69 4m 1993 53.83 148.48 59.9 112 2 1
13 176-13 88.6 72 4m 1992 48.84 146.52 55.1 110 2 1
14 176-14 100.5 79 4m 1993 59.92 175.60 59.6 115 2 1
15 176-15 127.3 83 6m 1977 62.71 73.49 49.3 - 1 1
16 176-16 91.5 74 6m 1993 54.74 169.75 59.8 129 3 1
17 176-17 88.6 70 6m 1992 51.96 149.86 58.6 112 2 1
18 176-18 87.2 70 6m 1992 51.92 149.62 59.5 114 2 1
19 176-19 87.2 67 6m 1997 53.44 151.22 61.3 118 2 1
20 176-20 87.9 69 6m 1977 53.09 53.09 60.4 - 1 -
21 176-21 88.4 71 6m 2005 53.01 212.04 60.0 180 3 1
22 176-22 87.6 65 6m 2007 57.14 163.29 65.2 136 3 1
23 176-23 88.9 55 6m 1975 49.19 49.19 55.3 - 1 -
24 176-24 89.4 64 6m 1993 53.79 163.81 60.2 129 3 1
25 176-25 88.3 72 6m 1990 39.96 134.33 45.3 - 2 1
26 176-26 87.5 65 6m 1988 42.14 126.42 48.2 - 2 1
27 176-27 87.2 64 6m 1989 43.31 129.93 49.7 - 2 1
28 176-28 87.5 66 6m 1987 42.93 129.99 49.1 - 2 1
29 176-29 93.0 69 6m 1988 43.27 139.66 46.5 - 2 1

[표 4-20] 선정대상지 건축물 면적 현황

16) 맹다미·백세나, 2019, 서울시 저층주거지 실태와 개선 방향, 서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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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필지와 구성 요소와 관계 분석

◦ 대상지의 필지와 가로, 필지와 공지, 필지와 건물, 필지 간 집합 관계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형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의 대안 검토의 기본 개념 도출을 목표로 하여 진행한다.

◦ 필지와 가로

‐ 대상지는 남쪽은 4m, 북쪽은 6m 도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건물의 외벽과 담장으로 도로와 필지의 

경계를 이루고 있음. 한 블록의 장변이 100m 이상으로 단조로운 느낌의 가로임

‐ 블록 내부의 주차장 부족으로 주변 도로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보행이 불편하고, 대사지 

동쪽 도로는 차량과 사람의 주요 통행로로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주변 주민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음

[그림 4-6] 필지와 구성요소 현황

◦ 필지와 건물·공지와 관계

‐ 3층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이 대부분으로 필지 면적(90㎡)이 협소하여 조밀한 건물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17)

‐ 각각의 필지는 담장과 건물 외벽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어 주민의 공용 공간으로 사용이 불가능

하며, 건물 간 공지는 법적이격 거리 0.5m∼1m 간격으로 간물 간 프라이버시 침해, 일조, 통풍, 

대피, 청소 등 관리가 어려우며, 이런 현황은 100m이상의 가로가 장벽 느낌으로 보이며, 블록 간 

이동 경로 선택의 폭이 단조로운 상황으로 거리의 활력이 저하된다.

17) 안화연, 2018, 서울외곽 이주단지 내 도시주거형성과 변화(신월6동 ‘짝꿍집’ 사례를 중심으로)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신월1단지 이주택지를 조성(신월3동)하였으며, 신월3동 일원은 당시 건축 최소면적인 27평으로 분할하여 이주민들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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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기준 특례사항 적용 시뮬레이션

① 시뮬레이션 개요

◦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에 신규 도입제도 중 ｢건축법｣의 모든 기준을 통합 적용하는 범위를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도시재생 요소를 제시하고자 한다.

② 현행법규에 따른 개발 규모 검토

◦ 현재 대상지는 1980년대 후반 건축되어 기존 건축법 및 주차장 완화 규정을 받은 건축물로, 현행 법률로 

신축시 건축개요를 검토하여 필지단위 주택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밀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검토해 본다.

◦ 대상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행 ｢건축법｣을 적용할 경우 현재의 허용밀도를 달성하기 

어렵다. 이는 필지단위 주택정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므로 현행 ｢건축법｣과 밀도 조건 

사이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 단독필지개발

◦ 대지면적 90㎡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 가능 면적은 약 54㎡이며, 3층 규모의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단독·다가구주택이 가능하다. 실제 현행법에서 허용한 용적률보다 적은 규모로 계획되며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고 평면구성이 어렵다.

법정규모검토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대 지 면 적 90㎡

건 축 면 적 54㎡

연 면 적 170㎡

건 폐 율 60%

용 적 률 188.9%

용 도 단독·다가구주택

세 대 수 2세대

주 차 대 수 2대< 건축물 배치도 > < 1층 평면도 >

∙ 층고 : 3m 기준

∙ 건폐율 : 60%

∙ 용적률 : 200%

∙ 도로 이격거리 : 1m

∙ 인접대지 이격거리 : 0.5m

∙ 일조사선제한 : 

정북방향으로부터 1.5m이격 

(9m부터 1/2사선제한)
< 2층 평면도 > < 건축물 입면도 >

[표 4-21] 1필지 법정 규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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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2필지 개발

◦ 대지면적 180㎡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 가능 면적은 약 108㎡이며, 3층 규모의 5~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계획이 가능하다.

◦ 세대전용면적이 60㎡이하 일 경우 주차대수가 세대당 0.8대를 적용해야 하므로 이 경우 대지 안에 주차 

수용가능 대수가 초과하므로 세대당 전용면적 30㎡이하(0.5대)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 과소필지인 경우 주차공간 및 주차전면통로 확보가 불가능하여 층을 필로티로 계획하여 주차공간 및 

통로 확보가 필요하다.

◦ (정비 방안 검토) 2필지 개발시 서울시 저층주거지 평균면적 182㎡(단독·다가구 156㎡, 다세대 222㎡)와 

비슷한 규모로 신축 및 리모델링이 가능하나 사업성이 낮아 정비의 효과가 작을 것으로 보인다.

 c. 4필지 개발

◦ 대지면적 360㎡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 가능 면적은 약 216㎡이며, 3층 규모의 10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계획이 가능하다.

◦ 과소필지인 경우 주차공간 및 주차 전면 통로 확보가 불가능하여 1층을 필로티로 계획하여 주차공간 

및 통로 확보가 필요하다.

◦ (정비 방안 검토) 4필지 개발시 건축협정에 따른 건축완화를 통해 개발하는 것이 사업성을 높이고 정비

효과가 크다고 판단된다.

 d. 8필지 개발

◦ 대지면적 720㎡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 가능면적은 약 432㎡이며, 3층 규모의 28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연립주택으로 계획 가능하다.

◦ 세대전용면적이 60㎡이하일 경우 주차대수가 세대당 0.8대를 적용해야 하므로 이 경우 대지 안에 주차 

수용가능대수가 초과하므로 세대당 전용면적 30㎡이하(0.5대)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한다.

◦ 연립주택으로 개발 가능하고 일조권 제한에 의해 계단식 입면이 형성된다.

◦ (정비 방안 검토) 8필지 개발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므로 사업성이 높고 정비의 효과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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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필지 건축개요

< 건축물 배치도 > < 1층 평면도 > < 2층 평면도 > < 건축물 입면도 >

4필지 건축개요

< 건축물 배치도 > < 1층 평면도 > < 2층 평면도 > < 건축물 입면도 >

8필지 건축개요

< 건축물 배치도 > < 1층 평면도 > < 2층 평면도 > < 건축물 입면도 >

건축기준
2필지 건축 개요

(소형필지)
4필지 건축 개요

(소·중형필지)
8필지 건축 개요
(중·대형 필지)

대 지 면 적 180㎡ 360㎡ 720㎡

건 축 면 적 108㎡ 216㎡ 432㎡

연 면 적 272㎡ 603㎡ 1,361㎡

건 폐 율 60% 60% 60%

용 적 률 151% 167% 189%

용 도 다가구·다세대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세 대 수 5~6세대 10세대 28세대

주 차 대 수 4대 10대 18대

[표 4-22] 2필지·4필지·8필지 합필 법정 규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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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기준 완화 적용 시뮬레이션

① 필지 단위 단독개발 시뮬레이션

◦ 대부분의 필지는 정남향보다 다양한 향이 섞여 있고, 대상지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어 기반

시설(4∼6m도로)이 양호하나, 건축행위 여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노후 저층주거지이다.

◦ 소규모 필지에서 건축선을 두고 북측 필지에 대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적용하면 

인접하는 필지라도,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나 용적률이 균등하게 나오기 어렵다.

구분 내용

건축기준
∙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1층 필로티 주차장 설치
∙ 대지안의 공지는 단독·다가구는 0.5m이격, 공동주택 중 다세대 1m, 연립주택 2m 이격

개발여건

∙ 개별필지 면적을 고려하여 다가구로 계획하고, 지상1층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2층 이상 주택 계획
∙ 평균 층고 3.0m로 계획
∙ 세대별 면적 규정을 두지 않고 법적 최대 용적 산정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으로 발생하는 최상층의 경우 평면의 현실성 및 1인 가구 최소 

주거기준을 고려하여 한 변의 길이가 3m 이상, 14㎡이상(계단실 면적 제외)의 규모가 가능할 경우 계획 
가능한 것으로 가정함

[표 4-23] 필지 개발 적용 기준

[그림 4-7] 단일 필지 개발 배치도  조감도

구분 지번 대지면적(㎡)
지상

연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A-1 176-8 88.3 155.55 3F 58.72 176.16
A-2 176-9 88.7 155.55 3F 58.46 175.37
A-3 176-10 91.2 161.25 3F 58.94 176.81
A-4 176-11 91.0 161.25 3F 59.07 177.20
A-5 176-12 89.8 161.25 3F 59.86 179.57
A-6 176-13 88.6 155.55 3F 58.52 175.56
A-7 176-14 100.5 178.35 3F 59.15 177.46
A-8 176-15 127.3 228.45 3F 59.82 179.46
A-9 176-16 91.5 164.13 3F 59.79 179.38
A-10 176-17 88.6 156.36 3F 58.83 176.48
A-11 176-18 87.2 156.36 3F 59.77 179.31
A-12 176-19 87.2 156.36 3F 59.77 179.31
A-13 176-20 87.9 156.36 3F 59.29 177.88
A-14 176-21 88.4 155.55 3F 58.65 175.96
A-15 176-22 87.6 155.55 3F 59.19 177.57

[표 4-24] 단일 필지 개발 적용 계획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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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필지 결합에 시뮬레이션(1·2·3·4·6필지)

◦ 건축협정구역으로 가정하고, 최소단위 2개, 3개, 4개, 6개 대지의 건축물을 맞벽 및 합벽으로 계획하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시뮬레이션은 맞벽 건축물을 하나의 대지로 가정하여 

완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 건폐율, 용적률 완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연면적 증가로 인한 토지 효율성을 검토하고, 대지면적의 통

합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 대지의 조경, 높이제한 완화 등은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주변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표를 두어 향후 다음 연구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인센티브 항목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그림 4-8] 필지 결합 배치도 조감도

구분 지번 대지면적(㎡)
지상

연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A-1
(4필지)

176-8

353
(중형)

699.94
5F

(1F:필로티)
59.66 198.3

4~5F :114.6
2~3F:210.6
1F:49.36

176-9

176-21

176-22

A-2
(6필지)

176-10

534.3
(대형)

1,065.77
5F

(1F:필로티)
59.91 199.5

5F : 160.28
4F: 229.99
2~3F:320.1
1F:35.32

176-11

176-12

176-18

176-19

176-20

A-3
(2필지)

176-13
189.1
(소형)

377.78
6F

(1F:필로티)
57.88 199.8

6F:22.85
5F:59.23
4F:59.14
2~3F:109.46
1F:17.64

176-14

A-4
(3필지)

176-15

307.4
(소·중형)

612.26
6F

(1F:필로티)
59.89 199.2

6F : 56.6
5F : 75.34
4F : 94.48
2~3F:184.1
1F:17.64

176-16

176-17

[표 4-25] 맞벽 및 합벽 계획시 완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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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건축협정 적용 용적률 완화 검토

◦ 건축협정구역으로 지정된 2∼8필지는 용적률 완화, 일조권 완화 규정을 받아 목적 연면적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결합필지 외에 협정이 맺어지지 않는 필지는 일조사선 제한 등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별 건축완화 사항을 통합 적용하여야 효율적 토지이용을 얻을 수 있다.

[그림 4-9] 용적률(210%) 완화 배치도 조감도

[그림 4-10] 용적률(220%) 완화 배치도 조감도

구분 지번
대지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210% 용적률 220%

지상연면적
(㎡)

층수
용적률
(%)

층별 구성
지상연면적

(㎡)
층수

용적률
(%)

층별 구성

A-1

176-8

353 59.66 740.44 6F 209.8

⦁6F : 40.6
⦁5F : 114.64
⦁4F : 114.64
⦁2~3F:210.6
⦁1F:49.36

775.3 6F 219.6

⦁6F : 75.46
⦁5F : 114.64
⦁4F: 114.64
⦁2~3F:210.6
⦁1F:49.36

176-9

176-21

176-22

A-2

176-10

534.3 59.91 1118.48 5F 209.3

⦁5F : 212.99
⦁4F : 229.99
⦁2~3F:320.09
⦁1F:35.32

1174.75 6F 219.9

⦁6F : 56.27
⦁5F : 212.99
⦁4F: 229.99
⦁2~3F:320.09
⦁1F:35.32

176-11

176-12

176-18

176-19

176-20

A-3

176-13

189.1 57.88 396.93 6F 209.9

⦁6F : 42.00
⦁5F : 59.23
⦁4F : 59.14
⦁2~3F:109.46
⦁1F:17.64

415.89 7F 219.9

⦁7F : 11.3
⦁6F : 49.66
⦁5F : 59.23
⦁4F : 59.14
⦁2~3F:109.46
⦁1F:17.64

176-14

A-4

176-15

307.4 59.89 645.53 7F 210.0

⦁7F : 33.37
⦁6F : 56.6
⦁5F : 75.36
⦁4F : 94.48
⦁2~3F:184.1
⦁1F:17.64

651.5 7F 211.9

⦁7F : 39.24

⦁6F : 56.6

⦁5F : 75.34

⦁4F :94.48
⦁2~3F:184.1
⦁1F:17.64

176-16

176-17

주: 1층은 필로티 구조임

[표 4-26] 건축협정 적용 - 맞벽 및 합벽 계획시 완화 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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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뮬레이션 결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조성되어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연면적

증가를 위한 계획 항목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계획하여도 개발 규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이 신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1] 용적률(230%) 완화 배치도 조감도

[그림 4-12] 용적률(240%) 완화 배치도 조감도

구분 지번
대지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230% 용적률 240%

지상연면적
(㎡)

층수
용적률
(%)

층별 구성
지상연면적

(㎡)
층수

용적률
(%)

층별 구성

A-1

176-8

353 59.66 812.02 7F 230.0

⦁7F : 14.95
⦁6F : 97.23
⦁5F : 114.64
⦁4F : 114.64
⦁2~3F:210.6
⦁1F:49.36

846.41 7F 239.8

⦁7F : 49.34
⦁6F : 97.23
⦁5F : 114.64
⦁4F : 114.64
⦁2~3F:210.6
⦁1F:49.36

176-9

176-21

176-22

A-2

176-10

534.3 59.91 1,226.9 6F 229.6

⦁6F : 108.51
⦁5F : 212.99
⦁4F : 229.99
⦁2~3F:320.09
⦁1F:35.32

1,278.9 7F 239.4

⦁7F : 51.91
⦁6F : 108.51
⦁5F : 212.99
⦁4F : 229.99
⦁2~3F:320.09
⦁1F:35.32

176-11

176-12

176-18

176-19

176-20

A-3

176-13

189.1 57.88 434.76 7F 229.9

⦁7F : 30.1
⦁6F : 49.73
⦁5F : 59.23
⦁4F : 94.48
⦁2~3F:109.46
⦁1F:17.64

453.25 7F 239.7

⦁7F : 48.59
⦁6F : 49.73
⦁5F : 59.23
⦁4F : 59.14
⦁2~3F:109.46
⦁1F:17.64

176-14

A-4

176-15

307.4 59.89 651.5 7F 211.9

⦁7F : 39.24
⦁6F : 56.6
⦁5F : 75.34
⦁4F :94.48
⦁2~3F:184.1
⦁1F:17.64

651.5 7F 211.9

⦁7F : 39.24
⦁6F : 56.6
⦁5F : 75.34
⦁4F :94.48
⦁2~3F:184.1
⦁1F:17.64

176-16

176-17

주: 1층은 필로티 구조임

[표 4-27] 건축협정 적용 - 맞벽 및 합벽 계획시 완화 비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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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용적률 완화(250%) 및 건폐율 완화 검토

◦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의 제2종일반지역의 용적률의 최고한도는 240%이고 건폐율은 60%인데, 밀도를 현행

법에서 완화할 수 있는 최고한도 용적률 250%와 건폐율 70%로 밀도를 높여서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였다. 

◦ 향후 지구단위계획에서 결합건축 및 건축협정에 의한 필지간 건폐율·용적률 이양 및 다양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하여 고밀 개발이 필요한 필지와 결합하여 용적률을 이양하는 필지의 집수리·대수선·

개축·신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13] 용적률(250%), 건폐율(60%) 완화 배치도 조감도

[그림 4-14] 용적률(240%), 건폐율(70%) 완화 배치도 조감도

구분 지번
대지
면적
(㎡)

용적률 250%, 건폐율 60% 용적률 240%, 건폐율 70%

지상연면적
(㎡)

층수
용적률
(%)

층별 구성
지상연면적

(㎡)
층수

용적률
(%)

층별 구성

A-1

176-8

353 876.89 7F 248.40

⦁7F : 79.82⦁6F : 97.23⦁5F : 114.64⦁4F : 114. 64⦁2~3F:210.6⦁1F:49.36

846.07 6F 239.7

⦁6F : 38.53⦁5F : 133.61⦁4F : 133.61⦁2~3F:245.6⦁1F:20.64

176-9

176-21

176-22

A-2

176-10

534.3 1,314.05 6F 245.9

⦁6F : 195.57
⦁5F : 212.99
⦁4F : 229.99
⦁2~3F:320.09
⦁1F:35.32

1276.71 5F 239.0

⦁5F : 227.37
⦁4F : 267.96
⦁2~3F:370.9
⦁1F:35.32

176-11

176-12

176-18

176-19

176-20

A-3

176-13

189.1 444.81 7F 235.2

⦁7F : 40.15⦁6F : 49.73⦁5F : 59.23⦁4F : 59.23⦁2~3F:109.46⦁1F:17.64

453.04 6F 239.6

⦁6F : 14.97⦁5F : 73.28⦁4F : 84.29⦁2~3F:131.46⦁1F:17.64176-14

A-4

176-15

307.4 651.5 7F 211.9

⦁7F : 39.24⦁6F : 56.6⦁5F : 75.34⦁4F :94.48⦁2~3F:184.1⦁1F:17.64

736.81 7F 239.7

⦁7F : 14.04⦁6F : 70.71⦁5F : 92.08⦁4F : 113.72⦁2~3F:214.1⦁1F:17.64

176-16

176-17

주: 1층은 필로티 구조임

[표 4-28] 용적률 완화(250%)와 건폐율(70%) 및 용적률(240%)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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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양천구 노후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정책 방안

1 ∙ 결론(도시재생 정책 방향)

◦ 본 연구의 목적은 저층주거지의 생성과정과 건축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등의 변천사를 알아보고, 

건축규제 완화를 담은 특례사항 등을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통합계획을 담은 관리 수단으로 지구단위

계획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은 구역 내 밀도와 건축물의 형태를 포함하고, 해당 구역의 효율적 사업추진 

및 유지·관리·실행에 통합적용을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기존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동일하게 적용

하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지속가능 측면에서의 저층주거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건축협정, 결합

건축, 입지규제최소구역, 소규모 정비사업 등 도시재생의 신제도와 지속가능 측면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계획적 요소에 대하여 살펴봤으며, 이를 통해 분석의 틀을 마련, 도시재생과 결합한 도시재생형 지구

단위계획 요소를 도출했다.

◦ 도시재생의 개념을 도입한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실행성)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시설 정비 등 마중물 사업 추진과 함께 노후·불량주거지의 주민자력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신규 제도를 적용하여 맹지나 좁은 골목에 위치한 필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건축 행위 실행 기회를 제공한다.

‐ (현실성) 현재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만 변경될 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 제도가 있으나,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 그 내용이 없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통하여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 (공공성) 인센티브 조건을 가로 환경 및 경관 개선 등 공공성 기준을 조건으로 하여 인접대지와 

도로, 대지사이의 외부 불용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제시하여, 공개공지 조성, 저층부 커뮤니티공간 

조성, 개방형 골목길 조성과 함께 주차장 관련 제도를 적용하여 주차장 통합 공간 조성 등 공간 

개방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

‐ (사업성) 주민들의 경우 맹지, 협소·비정형 필지, 협소 골목에 인접한 필지에서 건축협정 제도를 

통한 주차면수 및 연면적 최대 확보와 함께 주차장 조례를 통한 공영 주차장의 확보로 수익성 

창출할 수 있다.

‐ (통합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포괄적으로 제시되었던 건축형태에 대한 규정 요소, 지구단위계획의 

각 요소에 대한 디자인 요소, 건축물 및 주차장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단지형 저층주거지계획으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하고, 각 제도의 절차를 통합적으로 조율·합의하며 행정적 절차를 추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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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계점 및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분석, 법령 분석, 도시재생 관련 사이트 분석 등 문헌조사 위주로 진행하였고, 

실행하는 대상지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이 미흡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한계점은 본 연구를 통하여 후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신월3동의 필지별 유형을 분류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대상지에 맞는 완화 

항목과 정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연구를 토대로 양천구 도시재생사업을 시행시 저층주거지의 노후주택 개선을 위한 철저한 사업계획 

검증을 위한 제언은 아래와 같다.

  - (실행성 제고) 건축법 및 도시재생 관련법의 신규제도는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 있으나 경제성 및 실현성이 미비한 상태로, 가꿈주택 같은 보조·융자 지원을 통한 개량수요가 

있어 호응이 있으나 신축에 대한 수요 확장 및 유도를 위한 제도 활용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원을 위한 

주민수요에 바탕을 둔 실질적이고 명확한 구체적 운영기준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필요하다.

  - (공공성 확대) 건축규제 완화에 따른 공간의 과밀개발의 우려에 대응하여 구역의 블록 특성에 맞는 

유형별 인센티브 조건을 발굴하여 가로환경·경관 개선 및 개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단서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

  - (정합성 관리) 신규 도입 건축제도나 소규모 정비 관련 제도와의 연계 운영을 통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 및 운영체계 분석을 통한 정합성을 위한 통합적 계획 수립과 통합적 행정절차 이행에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림 4-15] 도시재생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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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ion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for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 
[Focus on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area of Sinwol 3-dong]

Cho-Eun hye

The need for a system that guarantees broader management and the execution of projects 
in terms of sustainability

Areas dense in multiunit and multifamily housing (namely, low-rise residential areas) have been formed 
over the past 40 years by maximizing their business feasibility under the South Korean Building Act and 
Parking Lot Act. These areas can be largely categorized into general low-rise residential, (scheduled) 
maintenance, and maintenance project termination areas, and they are distributed throughout Seoul, 
covering an area of 111 km2. 
The residential living environment is relatively weak, because the supply of infrastructure for livelihood 
is low compared with the growing housing sizes from the easing of building regulations. Therefore, in 
response, a number of planning methods, such a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being introduced, such 
as the Seoul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New Deal Project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uilding agreements applicable by urban fabric(lot-based), and small-scale 
redevelopment projects applicable to housing by blocks and region-based areas.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characterized by short-term execution plans that focus on a variety of 
regeneration projects centered on particular locations and on growing the capacity of certain reg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ut in place a system that makes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ossible, 
even after the finalization of projects. Furthermore, the current issue can be approached by first becoming 
aware of the need to increase the usability of a new district unit planning metho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from relaxed building regulations. This can be done by widening the coverage of management 
and enhancing the execution of projects in terms of sustainability.

The formation process of overpopulated multiunit and multifamily residential areas according 
to changes in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and building regulations

Housing development began in the 1960s, when large-scale projects took the form of land 
compartmentalization rearrangement projects and land development projects, while small-scale projects 
proceeded as housing site preparation projects and residential complex building projects. During this 
process, the low-rise residential area of Sinwol-dong, Yangcheon-gu, was formed under the 
Seoul-Incheon Land Compartmentalization and Rearrangement Project (1972), and the Mok-dong new 
town was formed under the Land Development Project (1984).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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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use of the growth of unsecured parking spaces and semibasement housing before the 1990s, since 
the 2000s, multiunit housing based on the merging of lots and urban-type housing was mainly built. Such 
development makes it difficult to improve a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deregularization focused on 
the Building Act and Parking Lot Act. Therefore, a new regeneration model that consider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s required.

The rise of a new system tied to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ystems tied to urban regeneration have been reviewed. The need for district unit planning for urban 
regeneration was derived to integrate and manage the following systems: plans linked to such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s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areas; management-typ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small-scal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outlined in Article II, 
clause 7, of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building agreements, 
combined architectural development, and remodeling activation zones provided in the Building Act; and 
district unit plans and designated areas under minimal siting restrictions provided in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 review on the factors of district unit plan as an integrated management plan

There should be an integration between established factors for district unit plans, including the upgrade 
of zoning, which are decided according to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regulations 
on architectural forms that are decided by the Building Act during the project-planning phase of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plans. By applying various incentives to the aforementioned measures, the 
application of special architectural criteria is considered to improve public aspects, such as street 
conditions and landscapes.

Proposal of district unit plan as a measure for integrated management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Remedy the limitations of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plan. The execution duration of an urban 
regeneration revitalization plan is set to four to five years. During this limited time, the plan only focuses 
on the project-planning portion and does not suggest a district-based management guideline during or 
after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such as individual constructions and small-scale maintenance 
projects.
To remedy the limitations of the revitalization plan, district unit plans feasible for redevelopment are 
linked to urban regeneration. By providing specific operation criteria (guideline for architectural design 
or resident agreement), such as contribution to the public, building agreement, and landscape agreement, 
they can supplement the role of management planning in the private sector.
Link and supplement combined architectural development and building agreement. In areas where building 
agreements are applied, usually district unit planning zones and urban regeneration areas, there are often 
conflicts with the regulations of the National Territory Planning Act or differenc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which cause the abandonment of building agreements halfway through. Therefore, by planning precisely 
coordinated regulatory items and guidelines for district unit plans, it is possible to guarantee practicability.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주거지 재생 방향 연구 64

Supplement the extendibility of the current district unit plan. Because the current district unit plan is of 
a strong regulatory nature, it may be too rigid to solve problems of deteriorated housing and be an 
alternative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erefore, instead of utilizing the agreement system 
for individual building density and type, by effectively using a district unit plan that focuses on an entire 
district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it can take on a supplementary role in an urban management 
plan.

Effects of devising a district unit plan for urban regeneration

Practicability. The application of a new system to encourage residents in deteriorated or declining 
residential areas to self-maintain is needed, along with the promotion of pump-priming projects, such 
as maintenance of infrastructure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uch measures will provide the 
opportunity to carry out construction on blind spots and nonstandard lots located on narrow streets.

Feasibility. A platform must be provided to upgrade area types through the designation of district unit 
planning zones.

Publicness. Under the condition of incentives, such as improving the public environment such as 
improving the landscape and surrounding landscape, efficient use of the insoluble space between the land, 
roads, and the parking lot-related system can be applied to increase space openness and publicity.

Profitability. For the residents, parking spaces and the maximum total ground area can be secured through 
a construction agreement system that covers blind spots, narrow and nonstandard lots, and spaces near 
narrow streets. Additionally, profits can be generated by securing public parking lots through a parking 
lot ordinance.

Integration. This allows for integrated management as a multifamily housing block by combining the 
following: regulation factors on architectural form presented comprehensively in the urban regeneration 
plan, design factors for every element in the district unit plan, and application of relaxed regulations for 
buildings and parking lo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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