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도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도
시계획이란 바로 이러한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의 용도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보다 효율적이고 쾌적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제공해
줍니다.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여러 관계법령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제도적 장치를 거치면서 실현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상의 법·제도 및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수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러나 대부분의 도시계획관련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지 않는 전문용어들로 구성
되어 있는 관계로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여건입니다. 최근 도시계획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고, 이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계획관련
용어를 시민의 관점에서 보다 알기 쉽게 풀어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은 ‘서울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4DUPIS/index.do)’내 자
료실에서 도시계획 용어집을 설명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집’을 추가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심있는 시민, 관련분야 종사자 그리고 도시계획을 공부하는 학생 등 모
두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앞으로도 도시계획용어를 간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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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토지 형질(形質)변경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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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1. 가각전제(街角剪除) - 도로모퉁이의 길이

도로의 교차부분에서 시야를 확보하고 차선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교차부분에 면하는 가각(街
角)의 돌출부 일부를 완곡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가각(街角)전제는 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는 경우 도로모퉁이는 교차되는 도로의 교차각도와 폭원에 따라「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길이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
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
에는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
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다음을 따라야 한다.
1.
2.
3.
4.

주간선도로 : 15m 이상
보조간선도로 : 12m 이상
집산도로 : 10m 이상
국지도로 : 6m 이상

만약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하
면 된다. 한편 「건축법」에서는 따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을 규정하여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을 제한하
고 있다.
「건축법」에 의한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
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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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
도로의 교차각
90˚미만
90˚이상 120˚미만

당해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4

3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3

2

6이상 8미만

2

2

4이상 6미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선,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가각정리, 가로모퉁이 따기

2.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 지역

도시의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가로
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단위로 하여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
계획, 도로폭, 간선시설 수용능력, 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기준을 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각 가
로구역별 여건에 맞추어 주위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는데 지
정 목적이 있다.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의 지정을 통한 높이관리는 기존의 도로사선(斜線)에 의한 높이제한을 합리
적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일조권(日照權)에 의한 높이제한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권자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1. 도시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2. 당해가로구역이 접하는 도로의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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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4.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5. 당해도시의 장래 발전계획

이면

또한 허가권자가 상기 사항을 고려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가로구역의 최고높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익에 필요한 경우 최고높이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일한
가로구역 내부에서도 높이제한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의 도로사선제한에 의한 높이제한
보다 합리적인 건축물 높이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는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
별시 건축조례」에서 최초로 규정되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건축물의 안전과 일조, 채광, 통풍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확보 및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해 법규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다.
1. 용도지역에 의한 높이제한
2. 용도지구에 의한 높이제한
3.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높이제한
4.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도시계획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용도지역(건폐율, 용적률)
에 의한 높이제한을 기본으로 하며 용도지구(최고·최저 고도지구) 지정에 의해 이를 완화 또는 강화하
게 된다. 더불어 실제 건축에 있어서는 개별 건축물의 안전 및 일조 등 보다 구체적인 쾌적성과 미관
을 확보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을 위해 추가적으로 건축물의 세부적인 높이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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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에 의한 높이제한[斜線制限]
일조(日照)·채광(採光)·통풍·미관 등의 도시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건축물과 도로 및 인접지와의 경계선
등에서 그은 일정한 사선(지면으로부터 비스듬하게 그어 올라가는 경사선) 이내로 건축의 높이를 제한
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등

고도지구, 높이제한

3. 개발권 양도제
(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 (개발권이양제)

개발권양도제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시킨 개념으로, 제도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제한된 개발권
을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발권양도제는 재산의 일부를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는 단순
한 원리에 근거하고 있으며, 토지개발권을 하나의 재산권으로 보아
이를 다른 필지로 이전하여 그 필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을 인정
하는 제도이며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를 간략히 줄여서
TDR이라고도 한다. 즉, 특정지역의 개발을 해당 법규보다 강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
로 제한되는 개발권(법적용적률과 현재 이용용적률의 차이)을 매매
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재산상의 손실부
분을 만회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준용적률이 300%로 지정된 구역에 400㎡의 부지가
있다고 하면, 당해 부지의 개발 가능한 용적은 1,200㎡이며, 이 때 현존하고 있는 건축물의 사용용적이
1,000㎡이라면, 기준용적률에 의한 개발 가능한 용적과 실제 용적과의 차이인 200㎡가 바로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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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개발권이 된다.
개발권양도제는 주로 문화재보호나 환경보전 등에
활용되는 방식으로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뉴욕에서
고안되어 미국의 일부 도시에서 채용하고 있으며,
재정의 부담 없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수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다.
개발권양도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개발권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이에 따른 새로운 등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구릉지와 같이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개발권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근
본적으로 저평가 된다는 점, 대규모 개발이나 정비
사업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결합개발제도, 개발권이양제

4. 개발밀도관리구역(開發密度管理區域)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개
발밀도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여 개발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
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 건폐율․용적
률 등 개발밀도를 당해 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수준보다 강화하여 개발행위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
하는 구역이다.
특정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반
시설의 추가설치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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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혼잡을 미연
에 방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밀도관리
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발밀도관리구역으
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내에
서 이를 강화하여 적용하게 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형이나 용도지역 등 명
확한 경계선을 가져야하며 지정 이후에는 구
역안의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불필요한 제한이 가해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기반시설부담구역

5. 개발부담금

개발이익 환수(還收)를 목적으로 국가가 개발로 인한 이익에 대해 부과ㆍ징수하는 부담금.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그 토지의 효율
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법규에 의한 해당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해 환수금(還收金)을 부과ㆍ징수 하는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운영하며, 이 때 부과ㆍ징수되는 환수금이 개발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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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 제외ㆍ감면ㆍ면제될 수도 있다.

여기서 개발이익이란 법률적 의미로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경제적 요
인에 따라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토지가
격의 증가분이며 그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사업의 인가 시 부과대상 토지가격(당해 년도 개별공시지가 + 정상지가 상승분)’ - ‘개
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 - 개발비용(규정에
의해 산출된 공사비 등의 합계)’

정상지가상승분(正常地價上昇分)
정상적인 토지가격의 상승분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해양부 평균지가변동률
(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개발이익 환
수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개발사업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규정되어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제도, 개별공시지가, 개발이익, 정상지가상승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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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 GB)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도시 주변에 설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다음의 경우에 주민
의견청취 등 규정된 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
에 의해 지정된다.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
의 시가지로의 연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
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행위 또는 사업만 가능하게 된다.
개발제한구역의 행위제한이 주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관할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
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
여 개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도시의 균형적 성장 등을 위해 필
요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지정을 조정하거나 해제 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지정기준에 따라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락주민의 생활환경 정비를 위한 취락지구 정비사업을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을 통해 시행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71년 7월부터 ‘74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에 총 5,397k㎡가 지정되어 유지되어 오
다 ‘00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계기로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11k㎡에 대한
해제를 시작으로 ‘07년 12월말까지 1,435k㎡(26.6%)가 해제되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07년 12월 말 기
준으로 157,615k㎡인 서울시 전체 행정구역의 26.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취락지구, 토지형질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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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의 한 종
류로 주거기능 · 상업기능 · 공업기능 · 유통물류기능 · 관광기능 ·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하
기 위해 지정된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법규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등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용적률 높이
등의 제한 완화 및 기반시설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특정기능에 대한 집중적인 개발·정비가 용
이하게 된다.
개발진흥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산업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중 2 이상의 기능을 중
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서울특별시의 경우 전략산업의 유치ㆍ육성 및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서
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과 진
흥계획의 수립, 그 지원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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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8.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직접 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요
청을 받아 해당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는 개
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개발촉진지구는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1.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것
2. 지역안의 인구가 일정한 기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것
3. 경제적 여건변화로 인하여 종래의 지역산업이 급격히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할 것
4. 기타 지역 간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생산 및 생활환경의 정비가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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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 지정권자는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계획 중 국가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계획(국가지원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의 재정 지원 및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와 규정에 따른 토지수용 등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균형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재정비촉진지구(再整備促進地區), 산업촉진지구(産業促進地區), 개발진흥지구

9.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지역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상 공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의 허가를 제한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
는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
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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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제한구역의 지정을 통한 개발행위의 제한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이며, 제3호 내지 제5호
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제
한지역을 지정할 때는 반드시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개발행위허가
공익적 차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토지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특별시장·광역
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 제외)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이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법에서 정하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토지의 형질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도시
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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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발행위허가제

난개발 방지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를 받도록 하는 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도시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발행위허가제도라고 하는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
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발행위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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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도시관리계획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
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을 지정하여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
간동안 해당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형질변경, 도시계획사업,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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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표준지(標準地)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

국토해양부장관은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하고,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인 공시지
가를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여 개별토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
가격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을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比準表)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倍率)을 산출하고, 표
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 표준지 공시지가
ex) 토지특성 비교결과 표준지에 비해 A 토지의 가치가 5% 낮고(가격배율 0.95) 표준지 공시지가
가 100만원이라면, A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95만원(= 0.95 × 100만원)으로 산정.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
는 경우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부담금 부과 시 가격기준으로 활용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공시지가(公示地價),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 부동산평가위원회, 개발부담금

- 21 -

12. 건축선(Building Line)

「건축법」에 의하여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건축선은 「건축법」에 의해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행위를 하는 경우, 도로와 건축물 사이의 여유공간의
확보를 위해 정의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계선이다.
일반적으로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지만 도로폭이 4m 미만일 경우에는 도로중심선
에서 2m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되며, 도로반대쪽에 경사지ㆍ하천ㆍ철도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 수평거리의 선이 건축선이 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에서는 4m 이하의 범위 안
에서 열람공고 등 주민의견수렴 및 구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건축선으로 인한 제한 외에도 「건축법」에서는 대지안의 공지를 정의하여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
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
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4에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는 대지안의 공지에 대한 세부사항
이 정의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해 건축선을
그 목적에 따라 건축지정선과 건축한계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으로 세분하여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배
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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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건축법」에 의해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
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의한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
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단위 : m)
당해 도로의 너비
도로의 교차각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
6이상 8미만

4이상 6미만

4

3

6이상 8미만

3

2

4이상 6미만

90˚이상

3

2

6이상 8미만

120˚미만

2

2

4이상 6미만

90˚미만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의한 건축선의 세분
다음의 경우에는 인접가로의 폭, 특성과 관련하여 건폐율·용적률·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선을 세분하여 지정, 활용할 수 있다.
1. 가로경관이 연속적으로 형성되지 않거나 벽면선이 일정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건축물 전면에 생기는 공지(空地)가 일정하지 않아 외부공간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가로경관에 일정한 특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구분
건축
지정선
건축
한계선
벽면
지정선
벽면
한계선

목 적

건 축 제 한

가로경관의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
중요가로변의 건축물 정돈

건축물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지정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

가로경관이 연속적인 형태를 유지하거나
상업지역에서 중요 가로변의 건물을 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부대시설을 포함한 건축물 지상부의 외
벽면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직면을 넘
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음

특정지역에서 상점가의 1층 벽면을 가지런히
하거나 고층부의 벽면의 위치를 지정하는 등
특정층의 벽면의 위치를 규제하기 위함

건축물 특정층의 외벽면이 계획에서 정
한 선의 수직면에 일정비율 이상 접해야
함

특정한 층에서 보행공간(공공보행통로등) 등을
확보하기 위함

건축물 특정층이 계획에서 정한 선의 수
직면을 넘어 돌출하여 건축할 수 없음

건축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대지안의공지,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한계선, 벽면지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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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

국토관리 등의 필요에 의해 건축에 대한 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건축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국토관리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
축허가나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일정 기간 동안 제한하는 지역이
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은 국방 · 문화
재보존 · 환경보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지정 될 수 있으나 주로 도시지역에서 도시계획상 개발예정지에 신축건물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
적으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ㆍ대상 건
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의 상세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고 허가권자는 즉
시 이를 공고하여 일반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건축허가 및 착공제한지역의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기간은 지정 후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건축법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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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건폐율

대지면적(건축 대상 필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 외벽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
분의 수평투영면적)의 비율.

건폐율이란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의 하나로서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대지면적이란 건축대상 필지 또는 부지의 면적이며 건축면적은 건물의 외벽
이나 이를 대신하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水平投映面積)이며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도시계획에서는 건축밀도의 제한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용도지역별로 건폐율을 제한하고 있다.
1. 도시지역
주거지역 : 70% 이하
상업지역 : 90% 이하
공업지역 : 70% 이하
녹지지역 : 20% 이하
2.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3. 농림지역 : 20%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 이하
건폐율을 제한함으로써 각 건축물의 대지에 여유 공지를 확보하여 도시의 평면적인 과밀화를 억제하고 일
조· 채광·통풍 등의 공간을 만들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건폐율의 제한은 필요에 의해 법률로 규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
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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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용적률, 공지, 과밀화

15. 경관계획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
이다.

경관계획이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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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적 계획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
지방재정의 고려,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택적으
로 수립한다.
경관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하게 된다.
경관
경관법에 의한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동법시행령

경관,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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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관지구

특정 지역의 양호한 경관을 보호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

경관지구는 경관의 보호나 형성을 위하여 지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로, 그 지정 및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경관(景觀)이란 도시경관을 의
미하며 이는 도시 공간에서 지형, 수목, 건축물, 도로 따위의 구성물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지역 경치의
특색을 뜻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목적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지
방자치조례에 의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지정 목적에 따른 경관지
구의 종류이다.
1.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風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구
2. 수변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水界)의 수변(水邊)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구
3. 시가지경관지구 :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시계(視界)경관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
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서울시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5. 문화재주변경관지구 :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전·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재 주변의 경관 유지가 필요
한 지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6. 조망경관지구 : 자연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각적 경관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지구 (서울특
별시 도시계획 조례)
경관지구 안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건축제한을 할 수 있으며, 그 지구의 경관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
고 인정하여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범위,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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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획단위개발(PUD : Planned Unit Development)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여 지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와 개발을 추구하는 개발방식 또는 제도

계획단위개발(PUD)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전후 미국의
도시들은 교외주택의 대량 건설로 인해 획일적인 도시확대, 부족한 오픈스페이스, 과도한 용도 획일화, 입
주계층의 분리 등 여러 도시문제를 발생시켰고, 이에 따라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종래의 택지개발방식이 지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PUD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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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D는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하여 개발하는 방식으로 개발자와 공공이 상호 협의를 통해 지
구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정하여 개발을 시행하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지구의 종래 용도지역제(Zoning)은 실효되고 새로운 PUD의 설계기준이 적용된다.
PUD는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특별계획구역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18. 고도지구(高度地區)

도시의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 또는 최고 한도를 두어 규
제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

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조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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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최고고도지구(最高高度地區)：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최저고도지구(最低高度地區)：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
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고도지구의 지정과 그 제한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와
높이의 한계를 정해 놓지만 국회의사당이나 경복궁처럼 층수제한 없이 높이제한만 있는 곳도 있다.
서울시에는 2007년 말 기준으로 주요 산, 문화재와 주요 국가시설 보호와 공항주변 등 총 10개소, 89.6
㎢의 최고고도지구가 지정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건축법

용도지구,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지역, 도시관리계획

19. 공개공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건축 시 도심지 등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확보해야 하는,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

「건축법」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그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
기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일정한 개방된 공간을 건축부지 내에 설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및 숙박
시설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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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의 범위는 대지면적의 1/10 이하이며 그 시설 기준 등에 대한 것은 건축조례를 따르고, 공개공지
를 의무면적 이상 설치하는 등 공공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지(空地)
시가지에 확보된 건물로 차단되지 않은 영속적인 공원이나 녹지 등의 공간
공공공지(公共空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도시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및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을 위한 공간의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공지.
건축 시 대지면적의 일부에 대해 확보해야하는 공개공지와 달리 공공공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임.

건축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공지,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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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공공지(公共空地)

다양한 목적으로 확보되는 일반에 공개된 열린 공간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

공공공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시·군내의 주
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
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긴의자, 등나무·담쟁이 등의 시렁, 조형물, 옥외
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중 건축물의 건
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할 것
3. 주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빗물에 혼입되어 있는 오염물질을 모아 두거나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저류지, 침투지, 침투도랑, 식생대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것
공공공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공공용도의 토지이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공개공지와 다르다.
공지(空地)-Open Space
좁은 의미로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을 의미하며 보건이나 안전을 위해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이다. 넓은 의미로는 건물 및 시설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모
든 토지(공간)을 총칭하며, 보다 축소된 의미로 일반에 공개된 녹지ㆍ공원 등을 지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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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교통광장과 일반
광장으로 나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고 세부적인 각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를 따른다.
1. 교통광장
가.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광
장
나.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광장

다. 주요시설광장 :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2. 일반광장
가.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한 광장
나.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3.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
4. 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
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광장
5.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
장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광장, 공지, 오픈스페이스, 공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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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동구

지하매설물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의 지하에 박스 암거 형태로 설치된 시설물

공동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
수도시설 등)을 공동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정의된다.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 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
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
률에 의해 그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규정된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공동구
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 공동구의 원활한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동구의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공동구
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점용료(사용
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동구 설치 시 배수펌프, 환기설비, 조명, 전원, 누전차단기, 통신설비, 출입구 등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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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동주택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

하나의 건축물의 벽·복도·계단·그 밖의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
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공동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가 아파트이며, 이외에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된 공동주택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를 초
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660㎡ 이하
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
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규모(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延面積) 660㎡)를 기준으로 구분되며 연면적이
660㎡을 넘을 경우에는 연립주택이고 그 이하이면 다세대주택이다.
연면적(延面積)
건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전체 면적을 말하며 총면적 또는 연건축면적과 같은 의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 상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 즉 다가구주
택은 단독소유이며 분양이 불가능하고, 다세대주택은 구분소유이고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또한 건물 규모 측면에서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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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면적

23.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便益)을 증진(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하나인 도시지역의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등으로 세분되며 도시지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
된다.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安寧)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 및 그 밖의 업무의 편익(便益)을 증진(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녹지(綠地)의 보전(保全)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은 공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세분하
여 지정된다.
1.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沮害)하지 않는 공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ㆍ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
역
공업지역의 지정은 주거지역과의 혼재(混在)를 피해야하며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
률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형지세(地形地勢), 풍향, 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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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70% 이하의 건폐율과 200% 이상 400% 이하의 용적률의 범위로 제한되며,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추가적
인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
또한 공업지역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개발행위의 허가를 30,00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세분된 각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도시계획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도시계획구역 605.25k㎡ 중 27.73k㎡(4.6%)가 준공업지역
으로 지정되어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령(제 35조)

용도지역, 도시지역, 도시관리계획,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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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영개발사업(公營開發事業)

국가 및 공공단체(공공시행자)가 토지를 개발하고 이를 다시 민간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개발사업으로
공공시행자가 개발하는 모든 사업을 포괄하는 의미.

공영개발사업이란 토지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공공이 시행
자가 되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의미한다.

토지의 개발에 있어서 국가 및 공공단체(공공시행자)가 민간의 토지를 전면적으로 매수한 다음 이를 개발
하여 택지·공공시설용지 및 건축·시설 등을 조성·건축하고 이를 개인 및 민간기업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을 공영개발로 부르기도 하나, 공영개발사업에서도 토지 수용 방식 외에 환지방식, 혼용방식을 사용
할 수 있다.
공공시행자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정부투자기관 등
공영개발사업은 시행주체(공공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이 환수되므로 다른 지역의 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가
능하며, 토지의 계획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저소득층에 대한 택지공급이 용이하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
다.
그와 반면에 기존 토지 소유자의 상대적인 재산권 손실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환원된 개발
이익의 분배 측면에서 국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으로 추진되며, 각 사업의 공공시행여부는 해당 법령에 따라 다르다.
가령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반드시 공영개발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하며,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로 공영
개발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공공·민간 공동개발도 가능한 반면, 주택재개발사업 등은 조합 주체의 민
영개발 혼합개발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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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영개발, 수용․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개발

25. 공중권(空中權, Air Rights)

토지의 지표면과 별도로 독립된 지표위의 상부공간에 대한 권리로 토지의 입체적 이용 관점에서 시설ㆍ토
지 및 건물 상공의 공간에 대한 개발용량의 소유권

공중권은 1578년 영국의 관습법에서 출발하여 미국에서 1927년 최초로 공중권을 규정하는 성문법을 마련
하여 입법하였고 이후 토지의 소유보다 이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토지의 소유개념에서 이용권 개념
이 분리되면서 인정되는 시설ㆍ토지 및 건물 상부공간의 개발에 대한 권리이다. 토지의 고도이용과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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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도시에서 저층의 빌딩 용지나 도로·철도 등은 고밀도의 복합적 이용이 되지 않고, 단일용도의
저밀도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지에 고밀도의 복합적 이용이 가능하려면 공중권의 개념
이 적용되어야 한다.
뉴욕시의 메디슨스퀘어 가든은 공중권 매매의 대표적 사례로 민간회사가 철도회사의 철도용지 상공의 공
중권을 매입하여 건설하였다. 이러한 공중권의 개념은 기존건물의 여유 개발용량에 대한 증축 뿐만 아니
라 햇빛ㆍ공기ㆍ광고가치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정한 공간의 소유 권리까지 포함하며 개발용량을 다른
토지로 이전하여 이용할 수 있는 개발권이양제도(TDR)의 근거를 제공한다.
우리나라는 민법에서 토지소유권은 지표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지표의 수직선상에
있는 지하 및 공중을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토지소유권 외에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을 소유할 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지상권을 따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분소유권과 구분지상권이 공중권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은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건물 일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며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 등 토지소유
권이 없는 경우 완전한 재산권의 행사가 어렵고 건물 등의 멸실에 따라 권리가 소멸되는 되며 개발용량
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지상권
지상권의 범위를 한정하여 타인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공간의 일정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이도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나 토지소유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

민법

지상권, 구분소유권, 구분지상권, 개발권이양제도(T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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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과밀부담금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기위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지정되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에서 동일한 법률에서 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청사, 그 밖에「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
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증
과밀부담금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 판매 시설에 대하여 땅값과 건축비를 포함하는 사업비의 일정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밀화현상의 해소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
고,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994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2010년 현재 서울시에서만 부과되고 있다.
과밀부담금에 해당하는 건물을 신축 혹은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표준건축비의 5∼10%인
과밀부담금을 사용승인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과밀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표준
건축비는 매년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고 있다.
과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연면적이 1만5,000㎡ 이상인 판매용 건축물
2. 건축연면적이 2만5,000㎡ 이상인 업무용 및 복합용 건축물
3. 건축연면적이 1천㎡ 이상인 공공청사 대형 건축물
과밀부담금의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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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건축물 (50%)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되는 시설에 대한 감면
4. 부과대상 판매용·업무용·복합용 건축물의 부과기준 이하 건축연면적에 대한 감면
징수된 부담금의 1/2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1/2은 부담금을
징수한 건축물이 있는 시·도에 귀속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동법시행령

과밀억제권역,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27.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準)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準)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
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
역으로 그 목적에 따라 세분하고 있으며, 이 중 관리지역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는 도시지역ㆍ농림지역ㆍ
자연환경보전지역 간의 완충(緩衝)지역으로 보전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개발의 목적도 가진, 중간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역이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필요한 보전조치를 취하거나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계획적인 이용과 개발을 도모하여야 한다.
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농업적성, 이용실태, 인구규모, 도시지역과의 인접정도를 고려한 토지적성평가를 통
해 다음의 3개 지역으로 다시 세분되어 지정된다.
1.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
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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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2. 생산관리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 보전생산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
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인관리가 필요한 지역

같은 관리지역이지만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토지 이용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계획관
리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가령 도시지역의 확장 지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거나 계획관리지역의 지정
ㆍ관리 후 도시지역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용도지역,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토지적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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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관리처분계획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권리의 배분 내용을 정하는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재건
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
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법의 하나인 환지처분의 경우 평면적인 토지를 기준으로 한 환지계획을 수립하는
반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의 개념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조합원에 대한 분양처분 등을 포함하는 관리
처분계획의 수립 인가가 필요하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는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분양신청의 통지, 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2. 분양신청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3. 종전 및 분양예정 자산의 평가 (감정평가업자)
4.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사업시행자)
5. 조합총회 의결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함)
6. 공람, 의견청취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7. 인가신청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8. 통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자에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도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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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관리처분의 일반원칙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 이용상황 ·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
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2.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4.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
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5.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경우에는 1주택만 공
급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 소유자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숙소·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 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시행령

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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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광역교통시설부담금(廣域交通施設負擔金)

광역 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대도시권의 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투자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재원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도시의 기반시설중 하나인 교통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무절
제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
역철도 및 인근 주차장과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또한 대도시권이란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권역별
수도권
부산·울산권

범위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 및 경기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진해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및 경상남
도 창녕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연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
군·청원군·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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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는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1.내지 3.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환경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6. 기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징수된 부담금의 4/10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6/10은 부담금을 징수한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여 「대도시권 광역 교
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동법시행령(별표 포함)

기반시설부담금

30. 광역도시계획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여 수립하는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해양부 장
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이렇게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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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시군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담화 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관리
함으로써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규제와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한다.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된다.
1.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에 관한 사항
2.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4.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광역계획권에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상호간의 기능연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사항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러
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은 도시관리계획에서 구체화되고 실현된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광역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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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광장(Square, Plaza)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넓은 공터로 조성되어 시민들이 머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도시계획시설 중 공간시설의 하나로 사람들이 머
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며 다양한 모임과 행사 등을 즐길 수 있는 만남의 공간이다.

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지하광장 및 건축물부
설광장으로 나뉘게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교통광장
가.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광

장
나.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광장

다. 주요시설광장 : 항만·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광장
2. 일반광장
가. 중심대광장 : 다수인의 집회·행사·사교 등을 위한 광장
나.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

3. 경관광장 : 주민의 휴식·오락 및 경관·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
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문화적·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광장
4. 지하광장 :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
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광장
5. 건축물부설광장 :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하는 광장
세부적인 각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을 따른다.

- 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

32. 교통영향평가(交通影響評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하기 위한 평가

교통영향평가란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
우 미리 사업지역 또는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미치는 제반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
하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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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를 하는 목적은
① 지역적 차원에서 주변의 토지이용과 교통체계의 현황에 비추어 사업의 규모, 성격 등이 적정한가를
사업시행 전에 살펴보는 것,
② 주변지역 교통체계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이를 계획과정에
서 고려하는 것,
③ 사업시행이 주변지역의 교통체계에 파급효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공공투자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면 그 정도의 원인자 및 수혜자를 판별하고 비용부담의 원칙을 결정하기 위한 것 등이다.
교통영향평가는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각종 영향평가의
실시대상사업의 범위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있다.
현재(2008년 6월말 기준)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각종 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실시되고 있고, 2009년도부터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서 교통영향평가가 시행되게 된다.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동법시행령(별표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평가제도

33. 교통유발부담금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부담금

도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 혼잡
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
속하고 이를 도시교통정비를 위해 사용한다.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시설물이다. 다만 시설물이 주택단지 안에 위
치하고 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는 제외)변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
인 시설물에 대해 부과한다. 또한 다음의 시설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

- 52 -

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교통 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 미만으로 시가표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
제받을 수 있다.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1㎡ 당 350원
교통유발계수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및 각 지방조례 참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는 시설물 소유자의 능동적인 교통문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 경감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
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부담금 경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도시교통정비지역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혹은 관계 시장ㆍ군수의 요청에 따라 도시교통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운행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등의 교통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기 위해 규정된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혼잡통행료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통 혼잡이 심한 도로나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용자에게 통행수단 및
통행경로·시간 등의 변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특별관리구역
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하
며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라 한다) 및 특별관리구역에 들어가는 차량에 대하여 혼잡통행료의 부과ㆍ
징수, 조례로 상향 조정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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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주택법

도시교통정비지역, 혼잡통행료,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34. 구분지상권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지상권을 말한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
한다.

구분지상권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지
상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

- 54 -

한 사용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
다.
구분지상권 적용의 예를 들자면 민간소유 토지의 일부구간에 입체도로 구역이 결정된 경우, 도로로 사용
하는 토지의 지하부분 및 지상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민법, 도시철도법

지상권, 구분소유권

35.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국민임대주택이 일정비율이상인 주택단지(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개발ㆍ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

국민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
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
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개발대상지역을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해야 한다. 이
후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중 국토
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의해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 주택을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이 뒤따르게 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임대주택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거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중앙도시계획위훤회의 심의
를 거쳐야 하며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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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하여 공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고 14일 동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지정된 예정지
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
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예정지구 지정 시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지구 내의 토지ㆍ
물권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임대주택수급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국민임대주
택예정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용적률·건폐율 및 건축물의 높이 등 세부적인 개발
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조성과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임대주택단지예
정지구로 지정된 곳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며 동시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
로 본다.

국민임대주택단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서
건설되는 전체 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이 50% 이상(주거지역안의 단지로 10만㎡ 미만의 경우에는 60%
이상)으로서 200만㎡ 미만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다만, 100만㎡ 이상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그 초
과분에 대해서는 전체주택 중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임임대주택건설, 도시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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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민주택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980년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1981년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이
러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 또는 민간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국민주택의 면적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의 주택)이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
택의 75%(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
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자들
중 순위를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민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
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관련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1.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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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주택법, 동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7. 국토계획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 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기본법에 의하면 국토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
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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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에는 다음과 같이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이 있다.
1. 국토종합계획: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2. 도종합계획 :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
해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
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립되는 도시계획

4. 지역계획 :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5. 부문별계획 :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와 같은 국토계획에서 세워진 장기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장기적인 방
향이 제시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구체적인 방법이 계획되어 시행이 되게 된다.

국토기본법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

38. 국토이용정보체계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
템(KL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을 말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2005년 말에 제정된 토지이용규제법에 따른 개념으로서 어떠한 특정 시스템 하나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 여러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정보체계로
서 현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국토이용정보체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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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보체계(UPIS),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규제안내서등을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
스템(LURIS)등이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여부
및 행위제한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
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필지별 지역·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에 관한 정보
- 지적, 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정보
- 그 밖에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련된 정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동법시행령

지적도, 연속지적도,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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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군사시설보호와 관련된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 등을 통합하여 2007년에 ‘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하였고, 기존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기지보호구역 등의 유사한
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였다.

군사기지란 군사시설이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방공)기지ㆍ군용전기통신
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하며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
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공용)되는 시설
을 말한다. 이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
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으로 세분 지정된다.
1. 통제보호구역 :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과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
2. 제한보호구역 :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지역 이외에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음의 구역을 지
정할 수 있다.
1. 비행안전구역 :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을 말하며 그 범위
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별표1(항공작전기지별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 등)과 같이 제1구역(장애제거구역), 제2구역(접근경사표면),
제3구역(접근수평표면), 제4구역(전이표면(轉移表面)), 제5구역(내부수평면), 제6구역
(원추표면)으로 세분된다.
2. 대공방어협조구역 :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으로 특별시ㆍ역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61 -

보호구역의 지정 및 각종 행위제한과 관계된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위원회(국방부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지정 시에는 보호구역에서의 제한 또는 금지사항 및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취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안에서는 허가가 없는 경우 일반인의 출입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명시된 행위가 금지되며 특히 비행안전구역에서는 군
용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하는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규정된 모든 행위가 제한된
다.
보호구역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그 구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거나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보호구역 내부에서의 행위가 다음 등과 같이 보호구역의 보호ㆍ관
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군용항공기의 안전운행을 저촉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등화의
설치ㆍ변경 또는 식물의 재배
2. 대공방어협조구역 안에서 규정하는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해군기지 : 군의 해상작전 근거지로 다음을 말한다.
1. 군항 : 해군 주세력의 근거지
2. 해군작전기지 : 함대별 작전근거지
항공작전기지 : 군의 항공작전의 근거지로 다음을 말한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2.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3.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4.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
활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비행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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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균형발전촉진지구(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성장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에 상업ㆍ업무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서울 도시공간구조를 다핵화로 전환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낙후된 지역중심지의 상업ㆍ업무 기능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하는 사업지구이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
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뉴타운사업은 대단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점에서 지
역의 자력성장기반 육성을 위한 상업ㆍ업무 기능의 강화에 중점을 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과 차이가 있
다.
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
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역여건에 따라 둘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의 활발한 진행을 위해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비
용 및 사업비 등을 서울특별시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 자치
구 신청을 받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5개 지구(청량리, 미아, 홍제, 합정, 가리봉)가 지정되었
으며, 2005년에 추가로 3개 지구(구의자양, 망우, 천호성내)가 지정되었다.
이후 2005년 말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면적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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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균형발전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뉴타운사업, 뉴타운지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재정비촉진지
구, 주거지형재정비촉진지구, 중심지형재정비촉진지구

41. 근린생활시설

「건축법」에 의해 나누어지는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도보로 쉽게 접근이 가능한 보통 일상생활에 필
요한 시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중의 하나로 슈퍼마켓 등 보통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이며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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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세부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과 같다. 제1종 근린
생활시설은 국민이 생활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목 수퍼마켓 등에서부터 아목 변전소
등까지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시설이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가목 일반음식점·기원에서부터 타목
안마시설소 및 노래연습장까지 생활하는데 유용한 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별 토지이용 관리
: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통한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서는,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따라 그 안에서 규정된 용도의 건축물
은 건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2. 개별 건축물 관리
: 「건축법」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확보하고 주변 주거환경ㆍ생활환경과 건축물이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할 때에는 그 입지ㆍ규모ㆍ용도 등에 대해
지정된 허가권자(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각기 다른 건축기준이 존재하므로 용도마
다 정해진 건축기준을 따라야 하며, 시설군 종류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
토지에 정착(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시설군
「건축법」에 의해 정의된 유사시설의 분류인 시설군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법, 동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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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근린주구(近隣住區)(Neighborhood Unit)

도시계획 접근 기준의 하나로, 어린이들이 도로를 가로지르지 않고 안전하게 초등학교에 통학할 수 있는
초등학교 도보권(徒步權)을 기준으로 설정되는 단위 주거구역.

근린주구(Neighbourhood Unit)란 도시계획 접근방법의 하나로서, 어린이놀이터, 상점, 교회당, 학교와
같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초등학교 도보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단위주거구역
을 기준으로 하는 도시계획 접근 개념을 말한다.

이러한 근린주구의 개념은 주구 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공공시설을 적절히 배치함으
로써, 주민생활의 안전성과 편리성, 쾌적성을 확보함은 물론 주민들 상호간의 사회적 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20년대 미국의 페리(C. A. Perry)에 의해 제시되었다.
페리에 의한 근린주구 조성의 6가지 계획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규

모 :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규모를 가져야 하고 면적은 인구밀도
에 따라 달라진다.

2. 주구의 경계 : 주구 내 통과교통을 방지하고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로

계획한다.
3. 오픈스페이스 :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된 소공원과 레크레이션 체계를

갖춘다.

4. 공공시설

: 학교와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적절히 통합 배치한다.

5. 상업시설

: 주구내 인구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적당한 상업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인접 근린
주구와 면해 있는 주구외곽의 교통결절부에 배치한다.

6. 내부도로체계 : 순환교통을 촉진하고 통과교통을 배제하도록 일체적인 가로망으로 계획한다.
근린주구는 사회적으로 주민 생활 공동체를 제시하여 주민들 상호간의 공동연대를 강화하고 물리적ㆍ공간
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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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다.
이러한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물리적 생활환경에 필요한 근린시설을 포함하는 주거지역을 근린주구로 정의
하는 페리의 근린주구 개념은, 현대의 도시계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학군을 중심으로 하는 인구 2~3만
인 규모의 소생활권(근린생활권)의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생활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 다양화 되었으며, 교통수단의 발달, 커뮤니케이션의 발달로
인한 생활권의 지속적 확대와 대두되고 있는 직주근접(職住近接) 개념의 측면에서 볼 때 경직성을 탈피해
야할 필요성도 지적된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서 도시의 공간구
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전원도시, 뉴어버니즘, 근린생활권, 직주근접, 생활권

43. 기반시설(基盤施設)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시설.

도시계획 용어로서의 기반시설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 등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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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
기초시설
종전의 「도시계획법」에서의 도시기반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반시설로 규정
되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것을 말한다.
한편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시설 및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이다.
공동구란?
지하매설물(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거리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시설관리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기
반시설로 노면을 굴착하여 지하에 구축한 관형 시설물

공공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시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철도·수도
2. 다음의 공공용시설
가. 항만ㆍ공항ㆍ운하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
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나.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 광역시설, 공동구,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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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반시설부담구역(基盤施設負擔區域)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추가적인 기반시설의 설치가 가능
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자에게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에 대한 부담을 부과하는 지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외의 지역으로 추가적인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
으로 예상되는 지역 가운데 기반시설의 추가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당해 구
역 안에서 개발행위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여 추가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된다.

기반시설부담금구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되었던 기존의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와
달리, 난개발이나 투기로 인해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지자체장이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선별 지
정하므로 합리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가능하게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 일
정한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규제의 투명화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변경 시에는 반드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지정권자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체
계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2008. 3.28일 폐지되었으며 2008년 9월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2008.9.29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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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밀도부담구역, 기반시설연동제

45. 기반시설연동제

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의 용량과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연계시키는 것으로, 기반시설 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용하는 제도

기반시설연동제는 기반시설의 용량과 개발행위허가를 연계시키는 제도로서 도심지와 같이 기반시설의 추가
적인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서는 대규모 개발행위를 제한하여 밀도를 제한하고,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설치
가 가능한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자가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일련의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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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기반시설에 대한 수용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여 기반시설의 부족과 과밀을 유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반시설연동제
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반시설과 개발행위를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함과 아울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연동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로 구분되며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
리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국토해양부 기반시설연동제운영지침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46. 기부채납(Land Donation, 寄附採納)

「국유재산법」상 사유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는 일련의 법률적 행위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채납은
가려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니며 기부채납을 받는 경우 총괄청 및 관리청은 재산의 표시, 기부의 목적,
재산의 가격,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반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국유재산법에서는 총괄청 및 관리청은 국가에 기부하고자 하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하
지 않은 경우,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채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는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채납이 가능하다.
1.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 승계자가 무
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당해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
괄승계자가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할 것을 조건으로
그 대체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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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국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그 부지에 건물 등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은 국가에 무상귀속하고 사용ㆍ
수익권은 그 건축물의 가액과 산정 사용료가 상쇄되는 연한까지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자
가 가지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허가의 조건으로서의 기부채납, 주택건설사업 등의 도시계획사업
을 시행할 때 도시계획사업구역 내 국공유지인 도로를 용도폐지하여 양여받는 조건으로 대체 도로를 설치
해 국공유지로 무상귀속하는 등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다.
또한 각종 도시계획사업과 관계된 개별법령 등에 따로 기부채납 시 용적률 등의 완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시에는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
당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공유지(國公有地)
국유지는 소유자가 국가인 토지이며 그 종류는 사용용도에 따라 국가기관이 직접 사용하는 공용토지와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공공용토지 등이 있고 국가기업 등이 사용하는 기업용토지가 있다. 공유지(公
有地)는 국가기관 외 도나 특별시, 직할시, 각 시군소유의 토지이다. 이들 토지는 각 시군명의로 등기되
고 지방재정법이 적용되는데 국유재산법도 준용된다. 이두 토지는 모두 「국유재산법」 상 행정재산에 속
하며 둘을 합쳐 국공유지라 한다.
대지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단 「건축법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특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한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계획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건축법 시행령

대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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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기업도시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

기업도시는 개발이 활성화하지 않은 지역에 민간기업이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기업활동에 필요한
지역에 직접 개발하는 도시이며, 산업·연구·관광 등의 주된 기능과 함께 정주에 필요한 주택·교육·의료·문
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로 조성된다.

이러한 기업도시는 기업이 지닌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
는 목적으로 추진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 일본 도요타시,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이 대표적이다. 우
리나라에서는 2006년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범도시를 선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도시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및 혁신거점형으로 구분하
고 있다.
①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
②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
③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
④ 혁신거점형 기업도시 :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기업도시
또한 민간기업 등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
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 받은 경우에는 관할 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듣
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도시의 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도로 등 간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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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도서관·문화회관·운동장 등의 공공편익시설에 재투자하거나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게 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동법시행령

혁신도시

48. 난개발(亂開發)

난개발이란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이루어진 개발로서 다양한 도시문제와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는 개발형
태라고 볼 수 있다.

난개발은 무질서한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도시 외곽의 녹지공간과 농업용 토지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공
공서비스 부담가중,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하 등을 초래하여 도시전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개발형태이
다.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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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난개발은 주변경관이나 기반시설용량에 맞지 않는 고층아파트의 입지, 환경오염방지가 쉽지 않은
산발적인 공장입지, 경관 및 풍속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러브호텔과 식품접객업소의 무분별한 입지
등의 형태로 나타나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난개발이란 개발주체 및 직접적인 이해관계인 이외의 대상에 미치는 피해를 무
시하거나, 사회기반시설을 종합적이고 충분한 고려 없이 토지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
는 토지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환경친화적이지 못한 개발까지 모두 난개발에 포함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기반시설연동제

49. 노후불량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어려워 정비가 필요한 건축물로서「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례에 의해 정의되는 정비사업 판단 기준의 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
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 위한 정비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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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이 근본 취지와 달리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지정의 기준으로 접도율, 노후불량건축물,
과소필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시ㆍ도
조례를 통해 그 세부기준을 정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은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고,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다음의 건

축물
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대지(垈地)분할 제한면적에 미달
되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나.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시
ㆍ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다.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
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3.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여 철거가 불가피한 다음의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에 의한 세부기준에

등으로 인하

해당하는 건축물

가. 준공된 후 20년(시ㆍ도 조례에 따름)이 지난 건축물
나.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
다. 건축물의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어 수선만으로는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건축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
○ 용어설명 ‘3-가’(준공 후 20년)에 의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노후불량건축물 세부기준
1.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
별표(철근ㆍ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기준) 참조
가. 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30년
나. 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 건축물은 22＋ (준공연도－
1982)×2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1＋(준공연도－1982)년
다.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2.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이외의 공동주택 및 기존무허가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중 다음에서 정
하는 내구연한의 3분의 2이상이 경과된 건축물
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 60년(「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 30년
○ 용어설명 ‘3-다’(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에 의한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노후불량건축
물 세부기준
1. 기존무허가건축물
2. 부엌·화장실·세면장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한 주택
3. 급수·배수·오수설비가 노후화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건축물
4.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가. 수도 또는 우물이 옥외에 있거나 공동 사용하는 주택
나. 정화조가 설치되지 않아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직접 배출하는 주택
다. 화장실이 옥내에 없는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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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정비사업(정비구역), 공동주택, 단독주택, 대지

50. 녹지망(Green Network)

도시지역의 녹화된 공간의 선적인 연결인 녹지축이 서로 연계되어 망처럼 구성된 것

지속가능한 개발 혹은 자연친화적인 생활환경 개선에의 요구로 도시지역에 공원녹지를 확대하는 도시녹화
를 통해 녹지축이 상호 연계된 것을 녹지망(Green Network)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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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녹지망 형성은 녹지가 생태적으로 안정되도록 보존하여 녹지의 질을 향상시키며 나아가 수변생태
계를 복원하고 야생동물 서식지를 확보하며 이들을 주변공원이나 녹지와 연결시키는 등 생태계의 회복도
꾀할 수 있게 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별시ㆍ광역시 등의 대도시는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및 공원녹
지의 축과 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도시
녹화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원녹지 :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의 공간 또는 시설
을 말한다.
1. 도시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및 저수지
2. 도시자연공원구역
3. 나무·잔디·꽃·지피식물(지피식물) 등의 식생이 자라는 공간
4. 그 밖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간 또는 시설로서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도시녹화
식생·물·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
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의한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의 공간(「산림법」에
의한 산림을 제외)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
도시계획에서의 녹지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코
자 지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이다. 녹지는 기능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완충녹지 :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2. 경관녹지 :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
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3. 연결녹지 :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
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녹지축, 녹지, 공원녹지,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녹화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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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녹지지역은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용도지역 구분상 도시지역 중
에서 가장 행위규제가 강한 지역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시외곽의 녹지지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토지이용규제
가 강하게 적용되기도 한다.
녹지지역은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나눠서 지정된다.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ㆍ경관ㆍ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
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
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녹지지역의 건폐율을 20%이하, 용적률은 100%이하로 정해져있
고 이 범위 내에서 각 지자체 조례로 최대한도가 정해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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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52. 농림지역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지역의 한 종류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업이나 임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ㆍ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이다.

농림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되며 용도지역의 하나이므로 지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된다.
1.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만㎡ 미만
2. 건폐율 : 20% 이하
3. 용적률 : 50% 이상 80% 이하
4.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1)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초지 등으로 지정된 지역 등은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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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등에 의해 추가적인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가령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 일반적으
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생산관리지역
용도지역 중 하나인 관리지역의 세분이며 농업·임업·어업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
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으로, 농림지역이 생
산 및 보전의 목적을 지니는데 반해 개발의 여지를 지니고 있는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용적률, 건폐율,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53. 농업진흥지역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에 의해 시·도지사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시·도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
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과거의 절대농지와 같이 많은 개발규제가 적용되나 농지 및 농업시설의 개량·
정비, 농어촌도로·농산물유통시설의 확충, 자금지원, 조세경감 등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러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1.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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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
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나. '가'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
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역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는 지금은 폐지된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념인데 1992년
12월부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제도의 시행으로 법적으로는 없어진 용어이다. 현
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법」에 의해 실시된다.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절대농지’와,
‘농업진흥지역 밖’은 ‘상대농지’와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차이점은 농업진흥지역은 권역별 지
정으로 비농지도 일부 포함할 수 있고 과거 절대농지, 상대농지는 농지의 필지별로 지정되었다.

농지법, 동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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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뉴타운사업

뉴타운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
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뉴타운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
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을 그 목적에 따라 뉴타운사업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종래 민간에 의해 소규모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이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없이 이루어짐으
로 인해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계획아래
도시기능을 증진하기위해 추진하는 새로운 형태의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도로, 학교,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고려 없이 가능한 소규모개발에서 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해
결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대상범위를 적정규모의 생활권역으로 확대하여 도시기반시설
의 규모·배치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수립 후 시행하는 사업이다.
뉴타운사업을 지정지역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신시가지형뉴타운(예:은평지구) : 미개발지·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
적인 신시가지개발이 필요한 지역
2. 도심형뉴타운(예:왕십리지구) :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
거·상업·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주거중심형뉴타운(예:길음지구)

: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개발이 필요하거나 주택재개발사

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
약하여 동일생활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개발할 경우 도시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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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시행은 기존의 개발사업방식(도시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
계획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역여건에 따라 2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후 2005년 말「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포괄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면적조건이 만족되면 기존의 뉴타운지구는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균형발전촉
진지구는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의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지역균형발전사업, 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사업,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재정
비촉진지구, 중심지형재정비촉진지구

55. 단독주택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구분의 하나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주택 안에 하나의 세대가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

단독주택은 일반적으로 한 세대가 단독으로 생활하기 위한 시설 및 규모를 갖춘 주택을 의미하지만,「건축
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일반적인 단독주택 외에도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을 포함
하는 개념이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용도로서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다음을 말한다.
1. 단독주택 : 일반적인 단독주택
2.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
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나.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다.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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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1/2 이상을 피
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
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4. 공관: 공적인 거처로 쓰이는 주택

「주택법」에서 말하는 주택은「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은 단독소유만 가능하다.

건축법, 동법시행령, 주택법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건축물의 용도, 피로티, 다세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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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대공방어협조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근거로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은 도시지역에서 유사지 대공방어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에 의해 지정되는 구
역으로 지정범위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관할 구역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목적달성을 위
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

대공방어협조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원활한 대공방어작전 수행을 위해 대공방어진지에 배치된 대
공화기의 사정거리안의 수평조준선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이
허가나 처분을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하도록 되어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에는 보호구역 등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
역, 비행안전구역이 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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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대수선

기둥, 보 등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경을 하는 것

「건축법」에 의한 대수선이란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
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① 내력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ㆍ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③ 보를 증설ㆍ해체하거나 보를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④ 지붕틀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⑤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⑥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ㆍ변경하는 것
⑦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한다)를 변경하는 것
⑧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가구 및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ㆍ해체하거나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도 건축물의 건축과 마찬가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데 대상 건축물의 규모가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인 경우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증축, 개축, 재축
증축 :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ㆍ연면적ㆍ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 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
재축 : 건축물이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
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

건축법,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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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대지(垈地)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말한다.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대지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며 건
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개별 필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시행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
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대지로서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의해 다음의 안전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1.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2.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
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대지경계의 2m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
외)에 접해야 한다. 다만 출입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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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아래와 같이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건축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주거지역

60㎡

90㎡

상업지역

150㎡

150㎡

공업지역

150㎡

200㎡

녹지지역

200㎡

200㎡

그 밖의 지역

60㎡

90㎡

이러한 대지개념은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 지목의 하나인 대와 달리 모든 지
목의 토지에 대해 적용되며, 「건축법」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된 건폐율, 용적률 등
의 산정시에 이용된다.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1.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
한 토지
2.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예외)
가. 각 필지의 지번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다. 상호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4.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단지
5. 도로의 지표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당해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
로 정하는 토지
6.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 합병의 대상이 되는 토지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가 있은 부분
의 토지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
분의 토지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
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5.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필지를 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그 분필대상이 되는 부분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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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건축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필지, 건폐율, 용적률

59. 도로(건축법상)

「건축법」에서 정의하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등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출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건축 시 당해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하며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ㆍ공원ㆍ유원지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
장이 없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는 예외,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
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해야 함)
또한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정의되는 건축선에 대한 규정 등과 같이, 「건축법」에서는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러한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기 위해 따로 도로를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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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건축법」에 의한 도로라 함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
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건축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기준을 만
족하는 도로)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
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에서는 허가권자에 의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도로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지적도 상
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온 사실상의 도로인 현황도로에 대해「건축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도로로 인정 하여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건축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구조와 너비기준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1.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위
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안의 너비 3m이상인 도로
(길이가 10m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m이상)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당해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
하는 기준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m미만

2m

10m이상 35m미만

3m

35m이상

6m(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지역에서는 4m)

건축법, 동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 건축선, 현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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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도로구역 (입체적도로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노선으로 지정되는 구역

도로구역은 도로 관리청이 기반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도로공사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구역 내 토지·건
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등의 권리를 관리청이 수
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입체적도로구역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
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
의 범위를 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이다.
고가도로나 지하도로 등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등과 협의를 통해 토
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지상 또는 지하의 일정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함으로써 지상 또는 지하에 도로를 건설하고 토지소유자등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위 또는 아래에 건축물
등을 지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도쿄 외곽 순환고속도로 지하도로 위 임대주택의 건축, 미국의 보스톤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위에
호텔과 주택의 건설 등, 입체적도로구역의 지정을 통해 땅값이 비싼데다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부족한 도시지역에서 기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도로보전입체구역이란 관리청이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도로구역에 대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지정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로 한정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도구역(接道區域)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도로
일반적으로 두 지점 간에 사람과 물자를 경제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설치한 지상의 시
설이라 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폭 4m 이상으로서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
는 도로를 말하며, 보행자전용도로의 폭은 1.5m 이상으로 하고,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은 1.1m(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이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로는 기준에 따라 다르게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
하도로.
2. 도로의 규모(폭원)별 구분：광로(40m 이상), 대로(25m 이상~40m 미만), 중로(12m이상~25m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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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소로(12m 미만).
3. 기능별 구분：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고속도로, 특수도로(보행자전용
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구역의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고속도로의 경우 20m 이내에서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 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또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
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도로법, 동법시행령

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구분지상권, 접도구역, 도로,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
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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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도로법에 의한 도로

「도로법」에서는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그 등급은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1.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추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을 위한 도로로
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의하여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고속국도에 관하여는 그 노선의
지정, 구조관리,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속국도법」에서 정한다.
2. 일반국도
: 중요 도시, 지정항만, 중요 비행장,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함께 국
가 기간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로 「도로법」 시행령에서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 특별시 또는 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특별시장 또는 광
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다음의 도로를 말한다.
가. 자동차 전용도로
나. 간선 또는 보조간선 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
다. 도시의 주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와 주요 지방 간 연결하는 도로
라. 기타 도시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4. 지방도
: 지방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가.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나.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다.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역 또는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항
만·역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라.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비행장·항만 또는 역에서 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
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마. 기타 지방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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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도(市道)
: 시 또는 행정시에 있는 도로로서 관할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6. 군도(郡道)
: 군(郡)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관할 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

을 말한다.
가.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나.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 상호 간을 연결하는 도로
다.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7. 구도(區道)
: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地方道)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
함)로서 도로법 시행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행정청이 노선을 인정하면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 구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도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하며, 상급도로와 하급도로의 노선이 서로 중복되면 그 중복되는 부분의 도
로에 대하여는 상급도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도로법」에서는 각 도로의 관리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도로의 관리청은 10년 단위로 그 소관 도로의
장기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1. 국도 : 국토해양부장관
2. 국가지원지방도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3. 그 밖의 도로 :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한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고속국도, 읍·면 지역의 국도 및 지방
도는 제외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리청이 된다.

도로법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노선 인정의 공고, 노선 중복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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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도로율(道路率)

시가지면적에 대해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

도로율은 시가지면적에 대한 도로의 점유면적의 백분율을 말하며 도시의 기반시설 확충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는 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 용도지역 별 도로율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건축물의 용도·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1. 주거지역 : 20% 이상 30% 미만.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 이상 15% 미만
2. 상업지역 : 25% 이상 35% 미만.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 이상 15% 미만
3. 공업지역 : 10% 이상 20% 미만.
주간선도로의 도로율은 5% 이상 10% 미만

도로밀도
도로밀도는 해당 기준에 대한 도로면적 또는 도로연장을 의미하며 주로 국토면적에 대한 도로비 국토
면적 1k㎡ 당 도로연장(km)을 의미한다. 도로밀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에 대한 도로연장
2. 포장도로 연장비(延長比)
3. 국토면적에 대한 도로비(道路比)
4. 자동차 대수에 대한 도로용량
5. 구역면적 1k㎡당 도로연장
6. 구역면적 1k㎡당 포장도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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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도로밀도

6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립된 장기(10년)
도시계획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이들 노후주택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단일화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고 2002년 말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대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도
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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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계획기간, 주거지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공
동이용시설설치계획, 교통계획, 환경계획, 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대책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이란 법규의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
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예외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은 정비사업에 포함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이념과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시정비의 미래상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실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도시기능의 보존·회복·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
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의 조성 및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노후·불량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의된 다음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2.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①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할 것
②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
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3. 도시미관의 저해,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부실시공 또는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등으로 인하
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구체적인 기준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ㆍ도 자치조례로 정해져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시행령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정비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노후·불량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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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구역)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
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주거·
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개발사업
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정비사업과 함께 도시계획 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
발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된다.

도시개발구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대도
시 시장)이 지정하며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0,000㎡이상일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 또한 규정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정 할 수도 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예외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
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전입금, 정부
보조금, 도시개발채권 발행 자금,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일부 등의 재원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은 규정에 따라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시행자가 행정청일 경우 전액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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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목적의 택지조성을 위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
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상호간 조성목적의 중복 및 시행절차의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2000년 7월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사업부문(주택지조성
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
업)이 제정되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가능 대상지역 및 규모기준
1. 도시지역 안
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 10,000㎡ 이상
나. 공업지역 : 30,000㎡ 이상
다. 자연녹지지역 : 10,000㎡ 이상
라. 생산녹지지역 : 10,000㎡ 이상 (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30/100이하인 경우
만)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00,000 ㎡ 이상(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0,000㎡ 이상)
3.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가능
4.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에 한하여 지정가능
5. 지정권자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에는 규모 제한을 적용하지 않
고 지정가능
가. 취락지구 또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다.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

도시개발법, 동법시행령

토지의수용ㆍ사용, 환지, 택지개발예정지역, 도시개발특별회계,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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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도시계획사업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 주택, 위생, 행정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
도록 능률적,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
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다음의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1. 도시계획시설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
하게 되며 따라서 계획수립,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
위원회 심의 등의 규정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부지 지정고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정비구역 지정
고시 등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판단하여 허가
하여야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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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도시계획시설(都市計劃施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하며, 이러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 한다.
기반시설이 단순한 시설 자체를 의미한다면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적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
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설치되는 기반시설도 도시계획시설이 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있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보상계획 등을 포함하여 3년을 기준으로 하는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단계별집행계획이 수립되면 시행자를 지정하여 시행자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절차를 거쳐 도시획시설을 설치하게 된다. 지정된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
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완료된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 이후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10년 이상 미집행 상
태인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라 하여 지정·고시하고 이러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되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에서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
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
구할 수 있고,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2000년 7월2일 이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당해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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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규칙

기반시설, 광역시설, 공동구, 공공시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67.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결정ᆞ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그 결정기준, 구조기준, 설치기준
을 정의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를 결정하고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정의
된 기준을 따라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당해 도
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 도로망의 형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 도로의 배치간격, 도로의 연결, 도
로의 폭, 차로의 폭, 완충녹지의 설치, 도로 설치의 단계 등을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도로의 배치간격은 시·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기준
을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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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000m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m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m 내외
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 변 사이는 90m 내지 150m 내외, 가구의 긴 변 사이는
25m 내지 60m 내외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 결정기준으로 시가지 면적에
대해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인 도로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
준은 다음과 같다.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녹지·우량농지·산림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
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출입로 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
지 못하도록 할 것
4. 일반도로에는 화장실·공중전화·우편함·긴의자·녹지·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적정
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6.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도로
조명기준에 의할 것
이외의 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계획시설, 교통시설, 도로,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진입도로, 이면도로, 완충녹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지구단위계획,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차로,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구분, 도
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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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구분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구분된다.

도로는 두 지점 간의 사람 물자 등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설치하는 주요 시설이며, 걸어서 이동하기 위한
보도와 자동차의 이동을 위한 차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법률적으로 도로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에 관한 규칙」, 「도로법」,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규칙」, 「유료도로법」, 「사도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구분, 정의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기반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로 정의
되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 주요지역간이나 시·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
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m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 폭 1.1m(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 이상의 도로로
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고가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
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바. 지하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
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 시설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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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m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m 이상 70m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m 이상 50m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m 이상 40m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m 이상 35m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m 이상 30m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m 이상 25m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m 이상 20m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m 이상 15m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m 이상 12m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m 이상 10m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m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
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대로, 중로, 소로,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 가구,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교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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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노선 및 노선번호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서 노선 결정 및 노선번호 부여 기준
을 정의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해져야 하며, 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
간선도로·보조간선도로·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노선번호는 시·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도 있다.
도시계획시설로서 도로의 노선번호를 부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선도로
가.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나.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 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

로 일련번호를 부여)
2. 주간선도로 외 도로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 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
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른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주간선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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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도시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하나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
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도시공원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
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공원은 공중의 보건·휴양·위락을 위하여 설치된 녹지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원
은 법적 근거에 따라 크게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으로 구분되어 전국적 수준의 광역공원인 자연공원(군립·도
립·국립공원)은「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구역 내부의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그 설치 및 규모에 대한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해양부령 별표 3과 같다.
1. 생활권공원 :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으로 설치·관리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소공원 :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 여 설치하는 공
원
나. 어린이공원 :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다.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2. 주제공원 :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
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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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변공원 :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
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
률」에 의한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가 정하는 공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의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의 개발계획으로서 규정된 규모 이상
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
발계획에 포함하여 시행자 부담으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계획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5.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6.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의 사업계획
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복합단지의 개발계획
8.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1호 내지 제7호의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얻은 것로 보는 사업 중 주
거·상업·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녹지, 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문화공원, 묘지
공원, 체육공원, 자연공원, 군립공원, 도립공원, 국립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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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도시관리계획(都市管理計劃)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정보
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일련의 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고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도시관리계획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3.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입안하며 특수한 경우에는 국
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더불어 지역주민은 입안권자에게 직접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
서를 첨부하여 규정된 범위 내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입안된 도시관리계획은 주민ㆍ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상위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실현이 가능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수립 후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중을 기해 수립하여 단
계획이 결정된 후에는 원칙적으로는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게 되어있고 개별시민
의 건축활동을 규제하는 구속적 도시계획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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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
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계획위원회

72. 도시기본계획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
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내용이 물적 측면뿐만 아
니라 인구ㆍ산업ㆍ사회개발ㆍ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ㆍ광역도시계획의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
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은 시ㆍ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ㆍ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으로
볼 수 있다.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제외)가 관할구역에 대해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수립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해야 한다.(서울시의 경우
2020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도시기본계획은 다음에 대한 부문별 정책방향을 포함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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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8. 경관에 관한 사항
9. 공간구조 및 경관에 관한 사항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하는 사항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기본계획(안) 수립
2. 공청회개최(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검토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5.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
6. 전문기관의 자문 및 조사연구 의뢰
7.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
8. 도시기본계획 공고 일반인에게 열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
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1.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
경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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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할 것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부문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6. 도시지역 등에 위치한 개발 가능 토지는 단계별로 시차를 두어 개발되도록 할 것
7.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등을 충분히 고
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도시관리계획, 기반시설, 공원, 녹지, 경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위원회, 공청회

73. 도시연담화 (都市連擔化, onurbation)

연담화란 중심도시의 팽창과 시가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주변 중소도시의 시가지와 서로 달라붙어 거대도
시가 형성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도시연담화란 영국의 도시계획가 패트릭 게데스(Padrick Geddes)의 저서 『진화 속의 도시(Cities in
Evolution)』에서 거론된 도시현상으로, 근접한 몇 개의 도시가 성장하여 일련의 주거, 공업, 기타 상업·업
무 등이 상호 연결되어 공간적으로 결합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연담화 되어 있는 여러 도시들이 기능을 서로 분담하여 하나로서의 도시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도시가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상대도시는 아예 종속되거나 교외화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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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도시연담화는 난개발을 야기하여 도시 기반시설의 부족에 따른 교통적체 등의 혼란과 환경오염,
주거환경 악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주택공급 정책에 따라 대도시 주변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신도시를 건설하고
있어 도시사이에 완충역할을 하는 그린벨트가 없어지게 되고, 시계부근에 연속된 시가지가 나타나게 되므
로 ‘도시연담화’가 우려된다고 하여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는 논리도 제기되고 있다.

거대도시[巨大都市,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
몇 개의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도시들이 서로 연담화(conurbation)하여 공간적으로 융합된 지역을
거대도시 또는 거대 도시권이라 한다. 거대도시란 용어는 미국의 짐 코트만(Jeam, Gottman)이 1961
에 저술한 「megalopolis」란 책에 의해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거대도시(megalopo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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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기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해당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그 개발을 제한할 수 있
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대상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지형·경
관 등 자연환경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
되어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
할 수 없고 법률에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 한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보호, 훼손된 도시자연의 회복,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용하는 자의 안전과 그 밖
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그
지역에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도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각종 개발이 제한되므로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은 취
락지구로 지정하여 일부 개발을 허용하고 있으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용도
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또는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매수대상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매수대상 토지 소유자가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
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소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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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녹지, 공원녹지, 취락지구, 도시계획사업

75.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
이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

도시계획 용어로서의 도시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
리, 보전 등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하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토를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 국토에 각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정해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대분류 중 도시지역은 목적에 따라 다시 다음과 같이 4개 지역으로 세분되며 각 지역
은 다시 세분될 수 있다.
1. 주거지역 :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 상업 그 밖의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
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004년 말 기준 도시지역의 면적은 약 16,901.6㎢로 우리나라 전체면적(약 106,136.6㎢)의 15.9%를 차지
하고 있고,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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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경우 2007년 기준으로 행정구역전체가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이고 세부적으로는 주거지역 50.5%,
상업지역 4.2%, 공업지역 4.6%, 녹지지역이 40.8%로 분포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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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을 대상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의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
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
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이 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시행되던 도심재개발사업과 공장재개발사업을
통합한 개념으로, 노후 불량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은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같으나 대상지역
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도심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을 개선
이라는 점에서 주택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차이가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는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
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 사업의 시행은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나 조합 또는 토
지등 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
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
록사업자 또는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 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일반적으
로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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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환지

77. 땅콩집

한 필지에 두 가구의 건물을 붙여 지은 듀플렉스 홈(duplex home), 두 세대가 마당은 공동으로 사용하
고 건물은 하나의 매스를 이루어 건축되는 단독주택이다.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방식의
주택

땅콩집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공사기간도

매우

짧아 공사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실제로 땅콩집이 동일면적의 아파트 구입 비용보다 약 20%
정도 저렴하다.
창문 크기를 줄이고 친환경적인 단열처리로 기존 아파트보다 난방비가 적게 들며, 마당과 2층 규모의 주
택, 다락방까지 갖추고 있어 공간 활용도 효율적이다. 단, 두 주택이 붙어있는 형태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단점이 될 수 있다.

듀플렉스 홈, 타운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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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리모델링(remodeling)

건축물의 노후화(老朽化)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大修繕) 또는 일부 증축(增築)하는 행
위

리모델링 제도는 기존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및 기능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01년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건축법에서는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에 대하여 증·개축 등의 리모델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폐율·높이
제한 등의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주택법의 경우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이 대상)
리모델링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②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③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 이내에서 할 것
④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준수하여야 하는 항목 ‘3’에서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규모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증축의 규모
가. 연면적의 증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이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나. 건축물의 층수를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 다만, 지상층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여 감소하는
바닥면적만큼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증축의 범위
가. 공동주택
1) 승강기·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내의 노대·화장실·창고 및 거실
3)「주택법」에 의한 부대시설
4)「주택법」에 의한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나. 일반 건축물
1) 승강기·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기계설비·화장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용적률과 높이제한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조례
에 의해 비율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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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및 수평으로 전체 또는 부분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2. 구조체와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와 외부 마감재료는 분리할 수 있을 것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마감재료ㆍ창호 등의 구성재
교체할 수 있을 것

주택법, 동법시행령,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증축,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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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맞벽건축

맞벽건축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이 외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근접시키는 것을 말한다.

둘 이상의 건축물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의 이격기준, 민법에 의한 건축물 이격기준 등
에 의해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한다. 하지만 ‘상업지역’, ‘도시미관을 위해 조례로 정한 맞
벽건축이 가능한 지역’ 및 ‘기준에 따라 연결복도(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맞벽건축이란 둘 이상의 건축물이 외벽을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cm 이내로 근접하는 것을 말하는
데, 서울시 조례로 정한 맞벽건축 가능지역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이
다.

맞벽건축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기준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 건축조례」에 의한 맞벽건
축 기준은 다음과 같다.(단,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함)
1. 건축물의 용도 : 아파트가 아닐 것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로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 :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로 할 것

건축법, 동법시행령, 서울시 건축조례, 민법

대지안의 공지, 건축선, 대지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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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매수청구권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산을 매수하도록 매수의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매수청구권은 매수 청구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 그로인해 사적 재산권을
침해를 줄이기 위해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이다. 매수청구권은 매수의무자에게 청구하게 되며 매수의무자는
경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나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매수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법 등에서 명시되어있다.
1. 공유수면매립법 : 공유수면매립사업자의 잔여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귀속시설 사업시행자의 사회기반시설 건설 또는 관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운영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권,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 부
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토지거래의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매수청구권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나 건축물을 수용당한 자에 대한 매수
청구권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매수청구권
가령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
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부지의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의 소
유자는 규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등의 매수의무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은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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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
간투자법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부지

81.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
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에 문화산업진흥법령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
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
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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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단지내 사업시행자는 법에서 규정된 각종 부담금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단지내 문화산업
진흥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문화산업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문화상품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문화콘텐
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산업단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동법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교통유발부담금

82. 문화재보호구역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보호구역의 통칭

문화재 중에서 그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문화재청장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문화재에 대한 보호를 위해
해당 지정ㆍ등록 문화재의 점유면적(문화재구역)을 제외한 인근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규정
된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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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문화재구역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구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자료구역
2. 등록문화재 : 등록문화재구역
3. 가지정문화재 : 가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해당문화재의 보존가치와 보호
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구역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제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도 문화재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서
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14조의 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호) 및 별표1에서 정하고
있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은 추가로 문화재구역의 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의 경계)의 외부 지역에 ‘주변500미터내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시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보존영
향검토대상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경비를 부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공사에 대한 인ㆍ
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문화재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ㆍ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을 말한다.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전적), 서적(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고고자
료)
2. 무형문화재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
술적 가치가 큰 것
3. 기념물
1)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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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3)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가치가 큰 것
4. 민속자료 :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지정문화재
1. 국가지정문화재 : 보물 및 국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민속자료에 대해 문화재 청장이 지정한
문화재
2. 시ㆍ도지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국가지정문화재나 시ㆍ도지정문화재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
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록한 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이 긴급한 보존이 필요한 것을 중요 문화재로 임시로 지
정한 것

문화재보호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문화재, 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가지정문화재, 문화재보호구역, 국가지정문화재구역, 가지정문화재구
역, 등록문화재구역, 시도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자료구역, 문화재보존영향검토대상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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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문화지구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역사문화자원의 관리 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시·도지사는 자치조례를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역사
문화자원을 관리ㆍ보호하고 문화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의 영업시설 영업시설이 밀집 되어 있
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려는 지역
2. 문화예술 행사·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3. 그 밖에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환경 조성이 특히 필요한 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구역내 문화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그 문화지구에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
는 문화시설, 영업시설의 종류가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설치 또는 운영을 권장하는 문화시설과 영업시설에 대한 조세와 부담금이
감면되고 다음의 영업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2.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
3. 그 밖에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서울시의 경우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서울특별시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문화
지구 지정 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2008년 현재 대학로문화지구, 인사동문화지구 등이 지정ㆍ운영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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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영업
1. 복표발행업 :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
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
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현상업 :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답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그 밖의 사행행위업 :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추첨·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

문화예술진흥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문화시설, 문화지구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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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물류단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이러한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육성
하기 위해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에 의해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1995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고 물류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확충·운영을 위해 2007년 전면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화물유통촉진
법」의 화물터미널 및 창고 관련규정도 이관시켜 포함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이 수립
되었다
이러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해 정의되는 물류단지란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을 집
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규정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며 폐지된 「유통단지개
발 촉진법」에 의해 지정된 유통단지는 이법에 의해 지정된 물류단지로 전환된다.

물류단지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정하게 되며, 이때에는 국토종
합계획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정입지를 선정한다.
1. 사업대상 토지의 가격수준
2.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운하 등 수송체계에 따른 접근성
3. 용수, 상·하수도, 통신, 에너지, 하·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확보의 용이성
4. 토지이용관련법령이나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른 토지이용의 제한 여부
5. 물류권역 및 거점 안의 물동량 추이
6. 기존의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된 물류단지시설과의 사업의 중복추진 여부
7. 배후 도시의 여건
8. 자연환경·생활환경 및 하류지역의 용수사용 등에 대한 영향검토
9. 국토종합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광역권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10. 물류단지의 집단화 가능성 및 물류단지시설 간 서로 유기적인 기능의 발휘 여부
11. 물류단지의 경제성 및 지역경제에의 파급효과
12. 관계 행정기관 및 지역 주민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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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내에서 물류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용일부의 융자·보조와 기반시설의 우선설치 등의 지
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물류단지시설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ㆍ가공ㆍ조립ㆍ통관ㆍ보관ㆍ판매ㆍ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
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지원시설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유통단지
폐지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면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하기 위하여 지정·개
발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데 현행 물류단지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물류단지시설, 지원시설, 유통단지, 국토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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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미관지구

도시의 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

미관지구는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 형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용도제한이나 건축에 대한 세부사항
을 규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정 목적에 따라 미관지구를 세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미관지구의 세분은 다음과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역사문화미관지구：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조망가로미관지구 : 도시이미지 및 주변자연경관의 조망확보와 가로공간의 개방감 등 미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일반미관지구：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및 조망가로미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
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어 도
시계획조례에서 제한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할 수 없
다.
또한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ㆍ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 132 -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이러한 미관지구의 용도제한 건축제한 높이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높
이제한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미관지구ㆍ조망가로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한다.
2. 조례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층 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장이 미관지구의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최저 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공고한 구
역 안 에서는 이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정·공고한 높이기준에 적합하게 건축

해야 한다.

미관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미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정의된 다음의 건
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개정 2006.11.20)
3.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공장
5. 창고시설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저장소
7.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
9.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건축소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1. 묘지관련시설
12. 위락시설 (미관지구 중 역사문화미관지구ㆍ조망가로미관지구에만 건축제한 해당)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건축선으로부터 너비 2m 이상의 차폐 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경관지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중심지미관지구, 조망가로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
관지구

- 133 -

86.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정의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이 투자하여 법에 규정된 방식
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외국자본 등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위해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법명이 변경되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서 정의된 민간투자사업은 규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은 다음과 같다.
1.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
2. BTL(Build-Transfer-Leas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BOT(Build-Own-Transfer)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
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 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
식
4. BOO(Build-Own-Operate) 방식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
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의 4가지 이외
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기타 주무관청이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사회기반시설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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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기통신설비 등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BTO, BTL, BOT, BOO, 사회기반시설

87.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
적으로 설치되는 공간

「건축법」에 의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ㆍ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정의된다.

2005년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된 주택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

- 135 -

한 발코니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파트의 4층 이상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구획 규정에 의한
입주자의 안전을 위한 대피공간을 인접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각 세대별로 발코니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의 바닥면적 산정 시에는 발코니 면적도 고려되어야 하며 간이화단의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
코니의 총면적에서 발코니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산입하게 된다.
산입하는 바닥면적 = (발코니 총면적) -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 X 1.5m)
발코니 총면적 =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면적

베란다(Veranda)
일반적으로 베란다는 상층 면적이 하층 면적보다 적게 될 경우 아래층 지붕부분이 상층에 일부 남게
되는 부분을 활용한 것으로, 건물외벽에서 연장해서 만들어지는 발코니와는 다른 개념이다.

테라스(Terrace)
실내에서 직접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방의 앞면으로 나온 곳으로, 일반적으로 테라스 상부에는 지붕
이 없고 바닥은 흙을 밟지 않도록 바닥이 조성되어 있다. 건물의 1층 테라스 인 경우 정원이나 가로
로 뻗쳐 나오게 되고, 테라스하우스(경사지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아래층의 지붕일부를 테라스로 사용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야외 휴식처로 형성되어 간단한 식사, 일광욕, 놀이공간으로 활용된다.

건축법 시행령

베란다, 테라스, 바닥면적

88.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등 재해가 우려되거나 빈발한 지역에 재해의 예방 및 개선을 위
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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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붕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재해관리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했으나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를 위해
2006년 6월 7일 건축법에 재해관리구역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어 기존의 재해관리구역이 방재지구로 통합
되었다.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재해관리구역 안에서의 건축 금지 및
건물 지하층 사용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되어 지정사례가 많지 않았으나, 2003년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에서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곧바로 구성될 수 있고 주택소유자
는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재해관리구역의 지정이 활성화 되
었다.
상습침수지역인 노원구 월계1동이 서울시내에서 첫 번째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서울시는 구체적인
구역지정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서울 시내 저지대 가운데 90년 이후 2번 이상 침수를 당한 주택 비율이
50%이상인 곳의 주택 소유자 80%이상 동의가 있으면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
록 한 바 있다.
방재지구로의 통합이후 재해관리구역 지정이 폐지와 동시에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정도 폐지되었으며,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재지구 안에서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
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게만 규정하고 있
다.
서울시의 경우 2008년 현재 그 간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방재지구 지정을 시급히
필요로 하는 지역이 없어 별도로 도시계획조례 및 별도 조례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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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방화지구

용도지구의 하나로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화재의 위험을 예방
하기 위해 시장이나 도로변의 건축물 밀집 지역에 주로 지정된다.

방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
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건축해야 하고 간판·광고탑 등 규정된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
에 설치하거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 규칙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하며 이밖에도 「건축법」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의해 규
제를 받게 된다.

건축법, 동법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용도지구, 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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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버스전용차로(Bus Only Lane)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통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다닐 수 있도록 제공되는 차로

버스 전용차선제는 교통운영체계관리(Transpo
rtation Systems Management)의 한 기법으
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상호간의 마찰 방지 및 버스 이
용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버스 전용차선의 종류는 가로변 쪽 차선을 버
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가로변 버스전용차선
(curb bus lane)과 기존 도로의 중앙차선을
버스 전용으로 제공하는 중앙 버스전용차선
(median bus lane)으로 나눌 수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선과 비교하여 중앙 버스전용차로제는 도로 바깥쪽의 마지막 차선에 있던 버스 전용 차
로를 도로의 가운데 차로로 옮기고 버스 정류장을 도로의 중앙에 설치하는 제도로 비용이 많이 들고 일
반차선의 용량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으나 그 통행 효과가 확실하고 일반차량의 마찰이 방지되어 위반차
량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에 전용차선에 대한 근거를 두어 버스전용차로를 지정ㆍ시행 하고 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의 버스전용차로는 시장 등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고속
도로는 경찰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교통운영체계관리
교통난 완화를 위해 교통수요와 공급을 조절해 기존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기적ㆍ저
투자의 교통개선 방안이다. 차량 보다는 승객의 효율적 수송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ㆍ미시적 차
원에서의 개선방안이다. 대표적인 기법으로 일방통행제, 가변차선제, 버스전용차로제, 승용차 함께 타
기(카풀), 혼잡통행료징수 등이 있다.

도로교통법,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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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베드타운(Bed Town, Commuter Town)

대도시의 주변에 주거기능 위주로 형성된 도시

베드타운은 도심에 직장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지의 역할을 하기위해 대도시의 교외에 형성된 도시이
다.

도심 주거비용의 상승 및 교통수단의 발달로 직장인의 주거지가 도시외곽으로 옮겨감에 따라 대도시 외곽
부에 높은 주택수요가 발생하여 대도시 주변의 베드타운 형성을 촉진하고 있다. 그 결과 자족도시로 계
획·건설된 신도시까지 대도시 영향권에서 베드타운화되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
베드타운은 자족도시와는 대조되는 도시형태로서 도시의 대부분이 주거용 주택지로 이루어져 다양한 용도
의 건물 구성이 어렵고 도시자체에서 적절한 일자리 창출, 다양한 형태의 소비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결
과적으로 베드타운의 확산은 대도시와 주변 위성도시에 대한 주야간 도심공동화, 출퇴근시간 교통문제,
지역사회의 단순화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의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광역적으로도 지역불균형을 초래하
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도미토리 타운(dormitory town) : 도심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의 교외 주택지로서 베드타운과 같은
의미이다.

위성도시(Satellite town) : 중심도시로부터 그린벨트에 의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경제·문화적
으로는 중심도시의 영향권에 있는 독립된 도시를 의미한다.

위성도시, 도미토리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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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보전산지(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무분별한 산지전용으로부터의 보호 및 제한이 필요하여 지정되는 산지 구분의 하나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관리법에서는 전국의 산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
가. 임업용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요존국유림·채종림·시험림·임업진흥권역 등
나.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ㆍ수원보호ㆍ자연생태계보전ㆍ자연경관보전ㆍ국민보건휴양증진 등의 공
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지전용제한지역, 휴양림·사방지·야생동·식물보호구역·공원·문화재보
호구역·사찰림·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보전녹지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특정도서
의 산지 등
2. 준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산림청장은 산지를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분에 따라 전국의 산지에 대하여 지
형도면에 그 구분을 명시한 산지구분도를 작성하게 되어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야 한다.
산지에서 산지전용 이나 토석채취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지관리법」시
행령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에 규정된 일부 행위 외의 행위는 제한되며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산지
의전용이나 토석채취의 제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규정된 절차를 거쳐
산지전용제한지역이나 토석채취제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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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산지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산지는 다음과 같다.
1. 입목ㆍ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2.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ㆍ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3. 입목ㆍ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4. 임도
5.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 안에 있는 암석지 및 소택지
(농지(초지를 포함한다) ㆍ주택지ㆍ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
산지전용
산지를 조림ㆍ육림 및 토석의 굴취ㆍ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산물생산의 용도 외로 사용하
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산지전용제한지역, 토석채취제한지역, 산지전용

93.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
구의 하나

보존지구는 특정 현황의 보호와 보존을 위해 지정되며 보존 대상에 따라 다음으로 세분된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생태계보존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요한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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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필

보존지구 안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친 경우 이외에는 도시계획조례에서 각 보존지구마다 허용한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축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각 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허용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과 시설은 이를 건축하거나 설
치할 수 없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이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
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문화자원보존지구,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생태계보존지구, 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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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복합용도개발(MXD, Mixed-use Development)

다양한 용도의 시설 및 기술을 한곳에 모두 구현하는 개발형태로 개별 건축물에서 도시계획까지 포괄하는
개념

혼합적 토지이용의 개념에 근거하여 주거와 업무, 상업, 문화 등 상호보완이 가능한 용도를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연계ㆍ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ULI(Urban Land Institute, 1976)에서 규정한 복합용도 개발의 주요개념은 다음과 같다
1. 독립적인 수익성을 지니는 3가지 이상의 용도를 수용해야 한다.
2. 혼란스럽지 않은 보행동선체계로 모든 기능을 서로 연결하여 물리적ㆍ기능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3. 하나의 개발계획에 의하여 일관성 있게 개발되어야 한다.

종래에는 주거와 상업, 업무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물이나 주상복합단지 등 다소 소극적인 수준
에서 복합개발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주거, 산업, 학술, 연구 등의 복합화로 이루어
진 테크노폴리스, 텔레포트, 인텔리젼트시티 등 첨단기술과 연계된 적극적인 복합화·혼합화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U-City 도 같은 맥락에 포함시킬 수 있다.

테크노폴리스(technoplis)
첨단기술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면서 동시에 균형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업발전
이 비교적 뒤떨어진 지역에 조성된 연구와 산업 및 주거환경이 잘 조화된 복합된 기술개발 거점단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지 성격상 테크노빌 지식산업단지 등으로도 불린다.
대상지역의 대학,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고 이곳에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이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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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을 도입 육성하며, 교육·문화·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구상은 첨단기술에 입각한 산업 정책 전략인 동시에 지방의 자립적 발전기반과 정주여건을 조
성하려는 지역개발전략으로 미국의 실리콘 벨리, 프랑스의 소피안디폴리스, 대만의 신죽(新竹)과학산업
공원, 한국의 대덕연구단지 등이 있다.

텔레포트(teleport)
텔레코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과 포트(port)의 합성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통신위성 및 광케이
블과의 접속을 통해 지상국의 각종 통신기능은 물론 오피스군, 오락시설, 쇼핑센타, 주택, 비행장, 신
교통시스템 등 일정지역내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에게 국내외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화 사
회의 필수적인 도시기반시설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
1982년 미국 뉴저지주 항만국이 항만지역의 산업 쇠퇴에 대응하여 정보교류의 항구라는 개념을 도입
하여 뉴욕 텔레포트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용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및 주변지를 텔
레포트로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인텔리젼트시티(intelligent city)
일본 건설성(建設省)에서 1986년부터 도시를 정보시장 및 정보활용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도시구상개념이다.
이 구상은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네크워크의 구축, 정보거점시설 정비, 시티오토메이션 정비, 고도 어메
이티 확보를 4개의 축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53개 지역이 인텔리전트시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정보로 무장한 도시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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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분양가상한제(분양원가연동제)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보태어 분양가를 결정하는
제도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자율화가 집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보아 택지비와
건축비에 업체들의 적정이윤을 더한 분양가 책정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여 분양가격을 정책적으로 조정하
는 제도이다.

분양가 상한제와 유사한 제도인 분양원가연동제는 1989년 「주택법」에 의해 처음 실시되었으나 1999년 분
양가 자율화 조치에 의해 사라졌고 이후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판교신도시부터 다시
적용되었다.
본래 분양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실시되었으나 2007년 4월
「주택법」이 개정되어 분양가상한제로 바뀌어 적용되고 있다.
개정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 건설ㆍ공급 공동주택 뿐 아니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
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상승 우려가 큰 지역으로
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에도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의 분양가는 「주택법」및「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
가격의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에 의한 분양가격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다.
분양가격=건축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택지비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며,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
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등 분양가상승 우려가 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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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시ㆍ도지사 등
이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따로 규정된 양식에 따라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한다.

건축비
1. 기본형 건축비
: 기본형 건축비는 지상층 건축비와 지하층 건축비로 이루어지는데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 건설
공사비지수(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산정한 지수로서 주택건축비의
등락을 나타냄)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을 기준으로 고시한다. 주
택건설에 투입되는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시점에 15%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95%
이상 105% 이하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건축비 가산비용
: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건축비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및 산정방법)에 따
름
택지비
1.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
2.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
산한 금액
예외로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매입가격
을 공시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당해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볼 수 있음.
단,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보는 경우 택지비는 주택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

주택법, 동법시행령,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분양가자율화, 택지비, 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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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비오톱(생태서식공간, biotope)

생물군집 서식공간을 지칭

비오톱(biotope)이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
(topos)가 결합된 용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말하며 협의적으로는 도시개발과정에서 최소한의 자연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생물군집 서식지의 공간적 경계를 말한다.

도시지역의 생물군집의 종과 수가 급속히 줄어들게 되어 그 보존 및 복원의 시급성이 제기되자 도시관리의
방향도 보존 및 복원 위주로 전환되어 도시 내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시 도시생태 보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생태적인 특성 분석 및 보전대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생태적 잠재
가치, 평가기준 등 도시계획에 직접 적용 가능한 자료의 축적은 매우 부족하므로 도시전역에 대한 생태현
황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하여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도시생태현황도(비오톱 지도)의 제작이
필요하게 되었다.
도시생태현황도를 활용할 경우 도시기본계획 수준에서 산림이나 공원, 대규모 녹지를 대상으로 하는 녹지
축의 설정뿐 아니라 단지계획 수준에서 가로망과 하천, 개인 주택정원, 소규모 공공녹지 등이 함께 어우
러질 수 있는 녹지 네트워크의 구축대안 제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대한 진단이 포함되어 있
으므로 물리적인 녹지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훼손된 도시생태계에 대한 복원대책 등을 병행하여 계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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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시, 환경성검토를 의무화
하였고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도시생태현황조사 및 평가 및 도시생태현황도 제작 및 갱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시는 도시계획환경성검토지침의 환경성 검토항목에 토양포장 및 비오톱변화를 포함하고 도시생
태현황도의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생태면적율(생태기반지표)
생태면적률은 일정 부지의 전체면적에서 자연순환기능을 가진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된다.
또한 자연순환기능의 유형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여 생태면적률을 산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생태면적률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자연지반녹지 1.0, 옥상녹화 0.5, 부분포장 0.5, 벽면녹화 0.3, 전면
투수포장 0.3, 틈새투수포장 0.2, 침투시설 연계면 0.2 등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도시생태현황도, 생태면적율, 생태기반지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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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비행안전구역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안전비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는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항공작전기지
주변의 일정구역을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하여 구역 내의 안전비행 위해 요소를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
다.
이러한 비행안전구역은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하며 군사기지
의 용도 해제, 군사시설의 철거, 작전환경의 변화, 그 밖의 사유로 비행안전구역 등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함은 물론 그 지정ㆍ변경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로 구분하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술항공작전기지 : 군의 전술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2. 지원항공작전기지 : 군의 지원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3. 헬기전용작전기지 : 군의 회전익항공기(회전익항공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지
4. 예비항공작전기지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항공작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비상활
주로, 헬기예비작전기지 및 민간비행장
이러한 항공작전기지별로 제1구역(장애제거구역), 제2구역(접근경사표면), 제3구역(접근수평표면), 제4구역
[전이표면(轉移表面)], 제5구역(내부수평면), 제6구역(원추표면) 등이 각기 설정되며 세부 사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누구든지 비행안전구역(예비항공작전기지 중 민간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는 미리 관할
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 장애제거구역에서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을 지원하기 위한 항행안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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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
2. 접근경사표면부터 원추표면까지에서 그 구역의 표면높이(이들의 투영면이 일치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들 중 가장 낮은 표면으로 한다)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
치ㆍ재배 또는 방치
3.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의 비행
4.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
5. 비행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연막ㆍ증기의 발산 또는 색채유리나 그 밖의 반사물체의 진열
또한 관할부대장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장애물 외의 건축물ㆍ공작물ㆍ식물 등으로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장애물에 대하여는 소유자등에게 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급하고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의 설치명령을 받은 소유자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설치할 수 있다.

표면높이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고도제한 높이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높이

최고장애물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각 구역의 표면높이를 초과하는 자연상태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서 활주로를 중
심으로 전ㆍ후ㆍ좌ㆍ우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할부대장이 정하는 것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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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사도(私道)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도로,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연결되는 개
인 소유의 도로

사도(私道)는 개인이 설치 소유하는 사설 도로를 말하며,「사도법」에서는 사도(私道)를 「도로법」 규정에 의
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로 정의되어 있다.

사도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도를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사도법」에 의해 사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사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
해 이에 접속되는 공도와 연결하는 구간의 설치ㆍ보수를 시장 또는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타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군수가 사도의 폭원과 연장의 범위 안에서 조치해야 한다.
사도의 관리의무는 사도의 설치자에게 있으며, 설치자는 도로의 구조보전(構造保全) 또는 통행상의 위험방
지 등 「사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도에 대한 일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 또한, 사도를 설치한 자가 규정에 의해 통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
는 때에는 「사도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의 개설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기재
한 표지를 설치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초과하

여 공공교통상의 효용이 현저할 때에는 설치자의 신청에 의해 설치비와 관리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년
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도법, 동법시행령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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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사회간접자본(SOC)

국민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고 국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도로, 항만, 철도,
통신, 전력, 수도 따위의 공공시설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은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자본의 하
나로서,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교통시설과 전기·통신, 상하수도, 댐, 공업단지 등을 포함하고 범위를 더
넓히면 대기, 하천, 해수 등의 자연과 사법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를 포함한다.
이러한 사회간접자본은 사회구성원 모두가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생산활동
ㆍ 소비활동 등 일반적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므로 재화ㆍ서비스 생산에 간접적으로 공헌하게 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규모가 크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에 오랜 기일이 소요되며, 그 효과가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정부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었으나 최근에는 민간에 의한 투자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민간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
영을 도모하기위해 1994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어 시행중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BTL, B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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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도법」에 의해 지정(변경)된 구역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말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의 행위규제가 적용된다.
1.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물, 오수·분뇨,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2.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3. 수영ㆍ목욕ㆍ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4. 행락ㆍ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5.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6.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7.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또한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경중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이러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
업, 육영사업 등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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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동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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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상업지역

상업 및 그 외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세분

상업지역은 상업 및 그 외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한 고밀 개발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
며,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되는 지역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지역을 토지이용의 목적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
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업지역은 다시 그 목적을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의 내의 개발규모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은 1만㎡ 미만이며 용적률 및 건폐율 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정의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용적률
상업지역 세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심상업지역

90% 이하

60%

일반상업지역

80% 이하

60%

근린상업지역

70% 이하

60%

유통상업지역

80% 이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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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폐율
상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심상업지역

400% 이상 1천500% 이하

1천%(단, 4대문안：800%)

일반상업지역

300% 이상 1천300% 이하

800%(단, 4대문안：600%)

근린상업지역

200% 이상 900% 이하

600%(단, 4대문안：500%)

유통상업지역

200% 이상 1천100% 이하

600%(단, 4대문안：500%)

상업지역의 건축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 상업지역내의 용도별 건축제한을 시행령 별표 8~11을
통해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역,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개발행위허가, 용적률,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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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세계측지계(世界測地界)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
정의 기준계

세계측지계란 지구중심좌표계를 사용하여 지구중심에 원점을 둔 타원체상의 좌표계로 세계 공통으로 쓰일
수 있는 좌표계이다. 2001년 「측량법」의 개정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리학적 경위도의 측량기준
인 세계측지계가 우리나라 경위도의 새로운 측량기준으로 정해져 있다.(예전의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
무법」은

통합되어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9)됨)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된 세계측지계란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이라고 정의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 회전타원체의 장반경 및 편평률은 다음과 같을 것
- 장반경 : 6,378,137m
- 편평률 : 298.257222101분의 1
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3. 회전타원체의 단축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측지계에는 구축하는 방법에 따라 국지(지역)좌표계와 지구중심좌표계로 구분한다. 국지좌표계는 나라마
다 독자적으로 구축해온 측지계로 각 나라 안에서는 국지좌표계가 보다 합리적인 측정기준이 되나 그 지
역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지구중심좌표계는 지구의 중심에 원
점을 두고 전 세계적인 정확성을 고려한 좌표계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므로 세계측지계라고 불린다.
세계측지계는 그 구축방법에 따라 대표적으로 ITRF계, WGS계, PZ계의 3 종류 있다. ITRF계는 우리 나
라를 비롯해 많은 국가가 육지부의 측지에서 기준좌표계로 사용하고 있고 WGS계는 미 국방성의 체계로
서 주로 선박이 채용하고 있으며, PZ계는 러시아가 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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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위도 원점과, 수준원점 (ITRF계의 GRS80 타원체 기준)
1. 대한민국경위도원점
가. 지점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11번지(국토지리정보원내 대한민국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나. 수치
- 경도 : 동경 127도03분14.8913초
- 위도 : 북위 37도16분33.3659초
- 원방위각 : 3도17분32.195초
2. 대한민국 수준원점
① 지점 :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번지(인하공업전문대학내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눈금선 중앙
점)
② 수치 : 인천만 평균해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m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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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되는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토기본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수립된다. 여기서 수도권이란 서울 및
인천, 경기도를 의미한다.

계

수도권정비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
견을 들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하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
인을 받아 결정된다.
수도권정비계획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정비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와 산업 등의 배치에 관한 사항
3. 권역의 구분과 권역별 정비에 관한 사항
4.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광역적 교통 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6.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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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도권 정비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정비에 관한 사항
수도권정비계획에서 구분되는 권역은 다음과 같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별표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
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과 같다.
1.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소관별 추
진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은 군사에 관항 사항 외의 수도권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서울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지
아니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개발계획 등을 수립·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동법시행령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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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수산자원보호구역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구역의 하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구역의 하나이며 구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수산자원보전지구는 모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으
로 지정ㆍ변경하게 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용적률 및 건폐율
제한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 : 40% 이하
2. 용적률 : 80%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해야하
며, 관리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조
사하여야 한다.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
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에 한하여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1. 수산자원의 보호 또는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로서 「수산업법」시행령
별표 2의2(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규정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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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육림·임도의 설치나 그 밖에
「수산업법」시행령 에 규정된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수산업법, 동법시행령

용도구역, 도시계획사업, 건폐율, 용적률

105. 수질오염총량제

수계의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할당하여 관리하는 제도

수질오염총량제는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 유역별로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1990년에 현행 「환경보전법」에서 수질보전관리조항을 분리하여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되면서 수질오염총
량제가 도입되었고 현재는 「수질환경보전법」이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기존의 「환경보전법」의 배출허용기준에 의한 농도규제방식은 지역의 환경적 특성, 오염원의 밀집도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수질개선관리의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이면서 수질과 관련된 각 주체
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규제방식이 필요하여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었다.
환경부장관은 다음지역에 대해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지정을 통해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 규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르고,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오염총량규제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양오염방지법」
의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수질 및 수생태계의 목표기준 달성 여부를 평가한 결과 그 기준을 달성·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수계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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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계
의 유역에 속하는 지역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수계 이용상황 및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계구간별로 오염총량관리
의 목표가 되는 수질을 정하여 고시하고, 그 목표가 되는 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여 관계 시도지사에 통보한다.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오염총
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점오염원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비점오염원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
원을 말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오염총량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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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수치지도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디지털형태로 나타낸 것

수치지도란 위치정보와 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디지털형태로 수치화한 지도로 다양한 저장매
체(CD, DVD,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할 수 있는 전자지도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도로지도,
관광안내도 등은 대부분의 지도들이 바로 수치지도를 기본으로 제작된 지도이다.

수치지도의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의 위치검색, 다른 수치지도와의 접합 및 활용 등을 위하
여 경위도를 기준으로 분할된 일정한 형태와 체계로 구성하여야 한다.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작성목적에 따른 타당성과 기존 수치지도 등과의 중복여부를 조사하
고, 자료의 취득방법, 수치지도의 표현방법, 품질검사 및 활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수치지도 작성을 위한 자료의 취득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사진 또는 영상정보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② 측량기기를 이용한 현지측량
③ 지형·지물의 속성, 지명, 행정경계 등을 취득하기 위한 현지조사
④ 기존에 제작된 지도를 이용한 자료의 취득
⑤ 그 밖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수치지도에 표현하는 지형·지물은 도형 또는 기호 등의 형태로 나타나도록 하며, 각각의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속성파일로 작성하여 나타내거나 수치지도상에 직접 문자 또는 숫자로 나타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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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지도 관련 용어
수치지도1.0 : 지리조사 및 현지측량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데이터 또는 지도입력데이터를
수정·보완하는 정위치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
수치지도2.0 : 데이터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지물을 기하학적 형
태로 구성하는 구조화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
좌표계 : 공간상에서 지형·지물의 위치와 기하학적 관계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체계
좌표 : 좌표계상에서 지형·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값
도곽 :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
도엽코드 : 수치지도의 검색·관리 등을 위하여 각 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에 부여한
일련번호
속성정보 : 수치지도에 표현되는 각종 지형·지물의 고유한 특성에 관한 정보
연속지적도 : 지적도전산파일을 TM 평면직각좌표계로 변환하여 연속된 형태의 GIS데이터를 출력한 것
으로, 토지종합정보망지침에 의하여 검수 완료되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도면

수치지도작업규칙

연속지적도, 세계측지계

- 166 -

107. 스마트성장(Smart Growth)

20세기 도시계획의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80년대 말 미국에서 제시된 도시성장관리기
법 수단으로 경제성장, 환경보호, 삶의 질 개선 등 다양한 목표를 지향하는 성장형태를 의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는 승용차 이용자의 증가, 도로망의 확대, 도시 중산층의 거주지 교외 이동
등으로 인해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이 지속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환경오염, 자연공간의 파괴, 교통문
제, 기성시가지의 쇠퇴 등 여러 도시문제가 고착화되어 갔다. 이런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도시성장을 이루기 위해 1980년대 말에 스마트 성장 이론이 미국에서 제시되었다.
스마트성장이란 개인승용차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패턴위주의 과거 도시정책만으로는 기존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스마트한 방법, 즉 다양한 도시구성
원의 상호 교류에 의한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도시와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정책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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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성장은 기본적으로 무질서하고, 무계획적인 교외확산에 의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에 대한 반성과,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친환경적 도시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
개념의 실현추세에 대한 미국의 대안적인 도시계획패러다임이며, 이는 기존의 성장관리프로그램(Growth
Management)을 보다 진화시켜 도시계획 및 개발형태측면에서 계획에 의한 개발과 도심 고밀개발을 지
향하고, 토지이용계획측면에서 혼합토지이용을 수용하며, 교통계획측면에서 도보, 대중교통을 강조하고,
도시설계측면에서 공공공간을 강조하며, 계획과정측면에서 정부간, 이해집단 간 조정과 협의를 중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도 경제성장기에 적용된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스마트성장 이
론의 여러 원칙들을 도입하여 새로운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성장억제와 성장관리프로그램
성장억제(growth control)와 성장관리(growth management)는 같은 의미로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개념적 차이가 분명하다.
성장억제프로그램(growth control program)은 인구성장, 주택건설, 경제성장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
하는 것으로 미국의 도시나 군(county)에서 성장억제프로그램들은 인구성장한도 설정(population gr
owth caps), 주택건설허가한도 설정(residential building permit caps), 개발허가 동결(developme
nt moratoria) 등 기본적으로 성장을 배제하는 이념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
성장관리프로그램은 부정적인 환경적·사회적·재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성장과 개발을 재배
분하는 것이다. 성장관리의 수단으로는 주택개발 시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확보기준(housing infrastr
ucture requirements &public service standards), 용도·밀도 강화를 통한 주거지역 용도지역 재
지정(residential down-zoning), 상업용도 개발 시 인프라와 공공시설의 확보기준(commercial infr
astructure requirements &public service standards), 용도·밀도 강화를 통한 상업지역 용도지역
재지정(commercial down-zoning), 도시성장경계선 또는 그린벨트(urban limit line or greenbelt)
등의 기법들이 있다.
스마트성장 이론의 성장원칙 : 경제성장, 환경보전 그리고 삶의 질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스
마트 성장이론의 성장원칙은 다음과 같다.
1. Create Range of Housing Opportunities and Choices : 다양한 소득 및 연령 계층들을 배려
한 다양한 주거유형을 제공
2. Create Walkable Neighborhoods : 걷기 편리한 근린주구 조성
3. Encourage Community and Stakeholder Collaboration : 커뮤니티와 이해관계자의 협력 강화
4. Foster Distinctive, Attractive Communities with a Strong Sense of Place : 강한

장소성

을 가진 독특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의 조성
5. Make Development Decisions Predictable, Fair and Cost Effective : 예측가능하고, 공정하
고, 비용 효율적인 개발의 결정
6. Mix Land Uses : 토지이용의 복합화
7. Preserve Open Space, Farmland, Natural Beauty and Critical Environmental Areas : 오
픈스페이스, 농지, 양호한 자연경관, 중요한 환경지역의 보전
8. Provide a Variety of Transportation Choices : 교통수단 선택의 다양성 제공
9. Strengthen and Direct Development Towards Existing Communities : 기존커뮤니티에 대한
개발 강화
10. Take Advantage of Compact Building Design : 고밀개발된 건물 형태의 이점을 살림

뉴어버니즘, 컴팩트시티, 어번빌리지, 지속가능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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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구역의 하나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의 하나로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
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일정기간동
안 시가화를 유보하기 위해 지정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
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보기간을 정해야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도시계획사업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에 한해서 시행할 수 있다.
또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외의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이를 할 수 있다.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행위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정하는 행위는 별표24(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할 수 있
는 행위)에서 상세히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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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별표25(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게 되어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용도구역, 도시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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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의 하나

시설보호지구는 주요시설에 대한 보호, 기능 효율화, 안전을 목적으로, 시설주위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시설보호지구는 지정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1.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공용

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
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특별시장ㆍ
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보호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항공법」에 따르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

- 171 -

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용도 제한에 대해 세부 정의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용도지구,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보호지구, 항만시설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존
지구

110. 신도시주의(뉴어버니즘, New Urbanisam)

1980년대 미국에서 무분별한 도시확산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새로운 도시계획의
신조류

신도시주의(New Urbanism)는 도시의 사회문제가 무분별한 도시확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사
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개발에 대한 접근 방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도시계획
의 신조류이다.
미국의 개발원칙을 체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3년 10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서의 모
임에서 비롯되어 순수 전문가 조직체가 아닌 서로 다른 분야의 설계전문가와 공공 및 민간의 정책 결정권
자, 도시설계나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지는 시민들의 연합체로서의 신도시주의(New Urbanism) 협회가 구
성되었다.
이러한 신도시주의(New Urbanism) 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하여 공공정책, 개발행위, 도시계획
과 설계를 이끌고자 하는 뉴어버니즘 헌장(27개조)을 수립하여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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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어버니즘 헌장에서는 크게 3가지의 권역(대도시권 및 시가지규모차원, 근린주구차원, 개별건축물차원)으
로 나눠 접근하고 있다.
기본적인 원칙사항으로서 근린주구는 용도와 인구에 있어서 다양하여야 하며, 커뮤니티 설계에 있어서 보
행자와 대중교통을 중요하게 다루며,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추구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와 타운은 어디서
든지 접근이 가능하면서 물리적으로는 공공공간과 커뮤니티 시설에 의해 형태를 갖추면서 도시적 장소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지역적 특성과 관행을 존중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결국 뉴어버니즘은 기존 도
시에 대한 반성을 통해 도시를 재구성, 인간과 환경 중심의 공간으로 되살리는 새로운 운동이다.

근린주구(近隣住區, neighborhood unit)
미국의 건축가이며, 도시계획가인 미국의 페리(C. A. Perry)가 1929년 제안한 주거단지계획 개념으로
서 어린이놀이터, 상점, 교회당, 학교와 같이 주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초등학
교 도보권을 기준으로 설정된 단위 주거구역을 말한다.
이러한 근린주구 조성을 위하여 페리는 6가지 계획원칙을 제시하였다.
1. 규모 : 주거단위는 하나의 초등하교 운영에 필요한 인구규모를 가져야 하고 면적은 인구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2. 주구의 경계 : 주구내 통과교통을 방지하고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는 충분한 폭원의 간선도로로
계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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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픈스페이스 :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획도니 소공원과 레크레이션 체계를 갖춘
다.
4. 공공시설 : 학교와 공공시설은 주구 중심부에 적절히 통합 배치한다.
5. 상업시설 : 주구내 인구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적당한 상업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인접 근린
주구와 면해 있는 주구외곽의 교통집중 지역에 배치한다.

뉴어버니즘헌장, 근린주구

111. 실버타운(Silver Town)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집단적 또는 단독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노인들에게 필요한 주거 및
서비스 기능을 갖춘 노인주거단지를 말한다.

실버타운이란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고령자를 위한 주거 수요의 증가와 함께 생겨난 노인 주거단지로, 각
종 휴양·여가 시설, 노인용 병원, 커뮤니티 센터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의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실버타운이라는 단어는 흰 머리카락을 비유하여 노인들과 관련된 산업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만든
실버산업의 실버와 영어 단어 타운을 합성한 것으로, 비슷한 개념의 유료 노인주거시설로는 일본의 유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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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홈, 미국의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 등이 있다.
실버타운의 종류는 입지유형에 따라 도시형, 도시근교형, 휴양지형 등으로 구분되며, 주거유형 기준으로
단독주거형, 공동주거형으로도 구분된다.
실버타운 개발사업은 단지 및 시설 건설을 통한 분양ㆍ임대사업측면 보다는 시설의 운영·관리 등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비스 기능은 그 수요자가 필요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해야 하며,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운영수단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실버타운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
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노인
복지주택으로 정의하여 그 설치에 따른 신고 및 분양ㆍ임대ㆍ양도 입소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버산업
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노인층의 수요에 대응하여 상품·서비스를 제조·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노인복지법

실버산업, 노인복지주택

- 175 -

112. 썬큰가든(Sunken Garden)

지하나 지하로 통하는 공간에 꾸민 정원

썬큰가든이란 도심의 빌딩이나 광장 등의 지하공간에 상부 개방형 공원을 조성하여 채광이나 개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정원이다.
썬큰가든은 건축에 따른 공간창출 방식의 하나로 도심 자동차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소음 등을 방지
하면서 폐쇄적인 지하공간에는 채광 및 개방감을 부여함으로써 채광이나 통풍이 어려운 지하공간의 불리
한 조건을 고급스럽게 개선한 공간을 제공한다.
지하공간에 개방감을 부여하면서 . 이것의 대표적 사례로서는 뉴욕시의 록펠러 센터를 들 수 있다. 뉴욕
을 대표하는 명소로 유명하며 러브스토리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동 COEX
연결로 썬큰가든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도심에서 이러한 썬큰가든이 건축용어로 일반화되면서 국립국어원에서 썬큰가든을 의미하는 순 우리말로
‘뜨락정원’이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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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아파트형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
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형 공장이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그리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안에 6개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
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아파트형 공장은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운영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중·소제조업체가 공장부
지의 감소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장 총량규제 등의 수도권 공장입지의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수
도권 내 공장입지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형공장 제도를 도입하여 자금, 세제 등을 지
원하는 아파트형공장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개성공단에도 아파트형공장을 준공한 바 있다.
아파트형공장 제도에 의한 자금, 세제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고 「건축법」에 의
한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아파트형공장 설립완료
신고를 통해 대장에 등록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아파트형공장의 건설시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규정하
는 비율에 따라 일부를 임대용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장설립에 대한 제한이 있는 과밀억제권역안에서도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신설ㆍ증설이 가능하며 허
용되는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 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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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은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114. 어린이보호구역(school zone)

유치원 학교 등의 주변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도로교통법에 의해
지정되는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학교, 보육시설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구간에 대해 지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차의 통행
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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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의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
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2.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3.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4.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이면(裏面)도로
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속도가 낮고 교통량이 적으며 이동하는 거리가 짧은 하
위도로, 차선이 표시되지 않은 도로, 왕복 구분이 없는 도로를 말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도로교통법

이면도로

115. 역도시화(逆都市化, counter urbanization)

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전입자 수를 초과하여 도시가 쇠퇴하는 현상을 말한다.

도시의 쇠퇴현상으로 일명 유턴(U-turn) 현상이라고도 하며 대도시에서 비도시지역으로 인구의 전출이 전
입을 초과함으로써 대도시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도시화는 크게 삼단계로 진행되는데 도시화(都市化), 교외화(郊外化), 역도시화의 단계를 거치
게 된다. 이중에서 역도시화는 도시화의 마지막 단계가 되는데 도시의 위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역도시화는 도시의 중심부와 교외를 포함한 도시권 전체의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도시의 쇠퇴 단계이
며, 역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는 도시는 도시문제의 성격도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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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의 진행, 학교와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의 유휴화, 도심 슬럼가 형성 등으로 도시가
쇠퇴해지고 황폐해짐에 따라 국가에서는 도시재개발을 통한 도시환경을 개선ㆍ정비 및 인구나 고용의 도
시 재집중을 도시정책의 주요 목표로 정하게 된다.

116. 역사문화미관지구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
나인 미관지구의 세분

역사문화미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지구중 미
관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미관지구의 세분으로, 문화재나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관지구를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세분하며,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당해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미관
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
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ㆍ담장 및 대문의 형태ㆍ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ㆍ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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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
시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세부 건축제한을 정의하고 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제한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의한 용도
1.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의료시설중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3. 운동시설중 옥외에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공장
5. 창고시설
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위험물저장소
7.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가축시설 ·도축장·도계장
9.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0. 교정 및 군사시설중 다음의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보육 ·교육 및 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1. 묘지관련시설
12. 위락시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4층 이하로 제한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는 6층 이
하로 완화 적용한다.
1. 「건축법」에 의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대지
2.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역사문화미관지구안에서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의 외관
을 지구지정 목적에 맞게 건축하여 도시의 미관을 현저히 향상시킬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
서울시의 경우 북촌한옥마을 등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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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중심지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미관지구, 건축선

117. 역세권(Stations sphere of influence)

보통 역(기차, 지하철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활동이 이뤄지는 반경 500m 내 지역

역세권은 역(기차, 지하철 등)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상업, 업무, 주거 등의 활동이 이뤄지는 권역을 의미
하는데, 역세권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없으나 보통 도보로 5~1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역사
중심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지역을 지칭한다.

도시에서 역은 일상적 이동 수단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환승 기능 등으로 인한 접근성 및
유동인구의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상업, 업무, 숙박, 주거 등 많은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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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역을 중심으로 하는 역세권은 사람과 물자를 운송하는 교통의 결절지로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서비
스와 편의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이 되어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형 시가지의 형성 및
지하공간의 활용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발양상을 보이게 된다. 또한 압축도시(Compact City)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도심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친환경 직주근접(職住近接)형 도시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역세권은 더욱 주목받는 지역이 되었다.

직주근접(職住近接)
직장과 주거지역을 인근지역 내지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을 말한다. 대도시의 경우 도심의 과밀로 인한
지가상승과 도시교통의 발달로 인해 직장은 두심에 두고 주거지를 외곽으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직장과 주거의 분리는 도심공동화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장시간의 출퇴근에 따른
일상적인 시간소모 및 추가적인 에너지 소비를 불러일으키게 되므로 최근에는 도심 재개발을 통한 직
주근접형 도시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콤팩트시티, 압축도시, 대중교통지향형 개발(TOD), 복합용도개발(MX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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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지상층은 물론 지하층,
주차장시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된 총4층의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경
우 각 층의 바닥면적이 300㎡이라면 연면적은 300×4=1,200㎡이 된다.
다만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산정시 적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 주차장시설, 주민공동시
설 면적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적용하고, 하나의 대지내에 2개동 이상의 건축물의 있을 경우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적용한다.

적
을

대지면적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데,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면적이나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제외
한다.
건축면적 :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다)
바닥면적 :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등으로 이뤄진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
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이 해당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된다.)

건축법 시행령

용적률,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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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연접(連接)개발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이루어지는 개발 형태

난개발을 방지하고 행위제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연접개발 가능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규정해 놓고 있고, 이들
지역 중에서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도록 하는 연접개발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면적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ㆍ광역
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그 규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 미만
2. 관리지역 : 3만㎡ 미만
3. 농림지역 : 3만㎡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미만
하지만 이러한 연접개발제한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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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경우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m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m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
(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m 이상인 도로
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
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m 미만의 도로를 사이
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
법」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한편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허가 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이하인 경우에만 산지전용을 통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山地)전용
산지의 원래 용도, 즉 조림(造林)ㆍ육림(育林) 및 토석의 굴착(掘鑿)ㆍ채취(採取) 등의 용도 외로 사용
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形質)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난개발,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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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열람공고(閱覽公告) : 공람공고(供覽公告)

행정용어로서 열람(閱覽)은 행정청의 행정사항에 대한 결정, 인가, 변경 등에 있어 그 내용에 대한 일반시
민, 주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관계서류 등을 공개하는 절차행위를 말하며 열
람공고는 이러한 열람의 주요 내용과 열람기간, 열람장소 등을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도시계획의 결정, 인가, 변경은 경우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나 일부 경미한 사항 이외에는 열람공고를 통한 주민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반시설부담구
역의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계획시설 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경우도 같이 규
정하고 있다.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열람공고를 통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반영된 의견이 중요한 사항일 경우에는 재열람공고하여 다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도시계획과 관련된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뿐만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다른 법률에서도 따로 그 방법과 기간을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2006년 시행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는 토지이용에 대한 제한을 투명화하기 위해 도시계획과
관련된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포함하는 기타 모든 법률에 의해 행위제한을 포함된 지역ㆍ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각 개별법령에서 명시하지 않더라도 지역ㆍ지구의 지정에 대한 열람공고 및 주민의견청취를 일괄
의무화하고 있다.

도시계획 열람공고 방법ㆍ기간
일반적인 도시계획 사항의 열람공고 방법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관리계획 입안,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변경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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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법 :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
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
나. 기간 : 14일 이상
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고
가. 방법
1)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 : 인가신청의 요지 및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나 전국을 보
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 : 실시계획인가신청의 요지 및 열람의 일시 및 장소를 당해 시·도의
공보나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나. 기간 : 20일 이상
3.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열람공고
가. 방법 :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
나. 기간 : 14일 이상
4.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열람공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가. 방법 :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
나. 기간 : 30일 이상
5.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가. 방법 : 사업시행요지와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등에 공고. 이 경우 주택재개발
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고내용
을 통지
나. 기간 : 14일 이상
6.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의한 열람공고
가. 방법 : 지역·지구 등의 지정안의 주요 내용을 그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지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 그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나. 기간 : 14일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공고, 공람, 도시관리계획, 주민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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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오피스텔(officetel)

업무를 주로하며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
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용도구분상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에 포함된다.

오피스텔은 업무용 이외에 일부를 숙식 용도로 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용시설이다.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한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다음과 같다. (2006.12.30)
1．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 이상일 것
2．욕실은 1개 이하로서 3㎡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3．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5.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
치하지 아니할 것
6．바닥으로부터 높이 1.2m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
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건축법 시행령

공동주택,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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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온천공보호구역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 「온천
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
에 「온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온천법」에 의해 시장·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온
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온천공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온천법」에 의한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계획 여건, 건축물 현황 등 주변여건으로 보아 소규모 온천개발이 필요한 지역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의 용도 및 형태, 지역여건, 기존온천의 유무 등을 감안하여 소규모 온
천개발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에 있어서 그 구역의 범위는 4만㎡이내로 한다.

온천법, 동법시행령

온천, 온천원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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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온천원보호지구

「온천법」에 의해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

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1년
에 온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온천법에 의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온천의 공공적 이용증진 및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을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하거나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역이 지하수보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동일한 온천원이 부존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의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수 없다.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온천원의 부존지역 및 부존량
2. 온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시설등의 배치
3. 주변환경과의 적합성
4. 다른 지역개발계획과의 관련성
5. 온천개발로 인한 수질악화등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온천원보호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3년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온천의 채수계획
2. 온천원보호지구의 토지이용계획
3. 온천원보호지구중 온천이용시설을 설치할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4. 온천관리계획
5. 주변환경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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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 :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

온천법, 동법시행령

온천, 온천원보호구역

124. 용도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는「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정의된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분류를 통해 각각의 용도에 따른 건축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어진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 관리될 수 있
게 된다.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용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단독주택

11. 노유자(노인 및 어린이)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공동주택

12. 수련시설

22.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13. 운동시설

23. 교정 및 군사 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4. 업무시설

24. 방송통신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15. 숙박시설

25. 발전시설

6. 종교시설

16. 위락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7. 판매시설

17. 공장

27. 관광 휴게시설

8. 운수시설

18. 창고시설

28. 장례식장

9. 의료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0. 교육연구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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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을 만족시켜야 하며, 허가대상 및 신
고대상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참조

건축법, 동법시행령

125. 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
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지
역구분의 하나이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보완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용도구역은 특히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
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목적으
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 :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
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山地)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용도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
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미만의 일정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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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
고 있으며 시가화조정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등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산업법」, 개발제한구역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관리계획, 건폐율,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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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용도변경

건축법령에 의해 구분 적용된 건축물의 용도를 소유주의 필요에 의해 건축법 규정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
하는 행위

건축물의 용도라 함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의미하며, 용도변경이란 이렇게 법률적으로 규정된 특정 건축물의 용도를 필요에 의해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시설군에 대한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용도변경에 대한 신고, 혹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을 해야 한다.
용도별 시설군 구분과 용도변경 허가ㆍ신고ㆍ변경신청 해당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 설 군
1. 자동차관련 시설군
2. 산업 등 시설군

용 도
자동차관련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
설, 묘지관련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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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장례식장

1. 허가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상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대상 : 시설군의 순서에 의해 하위군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
예를 들면 8번째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을 7번째 근린생활시설군인 미용원으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
에는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
대의 경우로 7번째 근린생활시설군인 음식점을 8번째 주거업무시설군인 단독주택으로 용도 변환하고자 할
때에는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용도인지 고려해야 하며,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
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도변경을 위한 기존 건축물의 수선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1.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에는 「건
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아야한다.
2.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이상일 경우의 수선 또는 변
경은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한다.
「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 없이 무단용도변경을 한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해당 용도변경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건축법, 동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용도, 사용승인,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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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
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역은 용도지역·지구제도(Zoning)의 기본요소로,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
진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구분의 하나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체계상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토지이용 제한의
기준이 되는 지역구분의 범주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뉜다.
이중 용도지역은 가장 기본적인 토지이용의 구분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에 대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지
정되어야 하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지정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므로 그 목적에 따라
특정 지역에 대하여 지정되게 된다.
이러한 용도지역의 대분류는 다음과 같으며 각각의 대분류는 다시 세분되어 지정될 수 있다.
1.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
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
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
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
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도시관리계획으로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용도지역별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기준은 지정된 용도지역의 대분류 혹은 그 세분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되며, 이러한 기준 하에서 지방자치조례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 할 수 있
게 되어있다.

용도지역지구제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을 규
제ㆍ유도하기위한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크게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용도지역제와, 용도지역제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용도지구제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지구제(Zoning)의 가장 큰 단점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경직성을 들 수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계획단위개발(PUD) 등이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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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
구, 용도구역

128. 용적률

건축물 총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말한다.

용적률은 대지 내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을 모두 합친 면적(연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이며 산정
식은 다음과 같고 지하층ㆍ부속용도에 한하는 지상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
다.
용적률 = (건축물연면적/대지면적)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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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이 높을수록 대지면적에 대한 호수밀도 등이 증가하게 되므로 용적률은 대지내 건축밀도를 나타내
는 지표로 활용되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과 도시계획조례 등에서는 용
도지역, 용도지구 별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의 법적인 한도가 규정되어 있다.
또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조성, 공개공지 확보, 공공공지의 기부채납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도시계
획사업에 따른 사업자의 공공기여를 유도하기 위한 용적률에 대한 완화 내지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도
법규 및 조례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 및 재개발사업 등에서는 다음과 같이 용적률을 세분하여 사용한다.
1. 기준용적률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전 또는 재개발 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
의 범위 안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과 기타 기반시설 여건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 허용용적률 : 지구단위계획 또는 재개발계획을 통해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대지내 공지, 보행공간의
조성, 지하공간의 개발, 환경친화성, 리모델링, 공동체를 위한 시설, 공개공간 또는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
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기부채납이 아닌 개인소유로 제공하는 공공기여)
3. 상한용적률 :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제공하거나 또
는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건폐율,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지구단위계획, 재건축사업, 공공공지, 공개공지,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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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워터프론트(Waterfront)

바다, 하천, 호수 등의 수변(水邊)공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에 인공적으로 개
발된 공간을 지칭하기도 한다.

워터프론트란 명확히 정의되어지는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말로 수변공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
수변공간을 가지는 육지부의 개발된 공간을 나타낸다. 일본건축학회에서는 ‘해안선에 접한 육역주변 및 그
것에 특히 근접한 수역을 병행한 공간’이라고 하고 있다.

워터프론트는 내륙지역과 차별적인 공간적, 환경적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워터프론트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변공간은 주변의 자연과 접하기 쉬운 공간으로서 시민에게 안정 및 재충전의 공간을 제공한
다.
둘째, 역사적으로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많은 도시가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고, 이러한 수변공간은 도시
의 역사·문화의 중심지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셋째, 획일적인 도시환경의 내륙공간과 차별적으로 한쪽이 수변과 접하여 개방적 시야와 양호한 조망
을 제공한다.
세계적으로 수변공간의 개발은 시대의 흐름에 따른 항만기능의 쇠퇴에 따라, 새로운 기능 창출을 위한 항
만지역 재개발에서 비롯되었다. 과거 우리나라의 수변공간의 개발은 항만개발을 통한 물류처리 능력의 증
대, 매립을 통한 국토 확장 등 1차적인 물질적 가치증진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수변공간이 가지는 장점을 활용한 개발이 요구됨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워터프론트가 가지는 수변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항만·운송·수산 등의 전통적인 기능과 레저·문화·상업 등의 친수기능을 복합화
하여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고 있다.
1960년대 전후로 과거 항만시설과 임해형(妊海形) 산업지역이었던 수변공간은 첨단정보단지, 도시레져공
간, 주거지와 상업업무지 등 새로운 도시공간으로 재개발되었다. 조그만 항구였던 샌프란시스코의 피어
(pier)가 쇼핑센터로 바뀌어 관광명소가 되었고, 어촌이었던 런던의 도크랜드(Dockland)가 새로운 업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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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그리고 창고지역이었던 도쿄의 워터프론트가 미래의 정보단지로 탈바꿈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도 워터프론트를 특색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마곡지역에
대해 친수기능을 살린 미래형 워터프론트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130. 유료도로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

유료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중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로 고속국도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도 등이 대표적인 유료도로에
속한다.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은 설치 주체에 따라 도로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 비도로관리청으로 구분되며
「유료도로법」에서는 각각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도로관리청은 당해 도로를 통행하는 자가 그 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도로로서, 그 부근에 통행할 다른 도로(유료도로를 제외)가 있어 당
해 신설 또는 개축할 도로의 통행을 불가피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그 도로를 유료도로로 신설 또는 개축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속국도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 또는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건에 관계없이 유료도로로 설치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도로관리청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로서 국토의 개발, 관광사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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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편의 등과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해 도로가 유료도로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료도로법」시
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의 부담으로 당해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유료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도로관리청의 동의를 얻
어야 하여 지방도로관리청은 동의 여부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의
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의무와 비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부담하되 당해 유료도로에 대해
지방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한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청이 아닌 비도로관리청의 경우에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의 부담으로 유료도로의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의 해당 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고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
행료·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권은 이를 물권으
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수입으로 하고, 지방도로관
리청이 이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유료도로 관리권자의 수입이 된다.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유료도로에 관한 통행료와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의 상환 및 도로의 신설·개축·유지·수선 그 밖의 관리상 필요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유료도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유료도로의 통행료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당해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유료도로법 」시행
규칙에서 차량의 구조·중량 등을 참작하여 규정하는 차량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게 되며, 군작전용차
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및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정하는 차량은 본래의 목
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유료도로관리청은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받는 이익의 범
위 안에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 단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물가수준, 다른 교통수단의
운임 그 밖의 공공요금 등과 비교하여 공정·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통행
료를 정한다.
유료도로관리청이 정하는 통행료의 총액은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비도로
관리청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총액, 통행료외의 당해 유료도로에 관한 수익, 통행료 수납기간
및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통행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유료도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료도로법, 동법시행령

유료도로관리권, 도로법에 의한 도로, 사도, 기반시설, BTO,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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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유비쿼터스 도시(유시티, U-city)

언제 어디서나 시민들이 편하게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의 도시정보를 제공받고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을 제공하는 도시

유비쿼터스란 용어는 물이나 공기처럼 시공을 초월해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뜻의 라틴어 유비크
(ubique)에서 나온 말로,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
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유비쿼터스 도시란 이러한 유비쿼터스의 개념과 도시계획을 혼합한 개념으로 법률적으로는 도시의 경쟁력
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
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라고 정의된다. 유시티(U-city)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및
관리, 정부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유비쿼터스 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는 유비쿼터스
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정의된 서비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른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 기술을 적용
하여 지능화된 시설
2.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통신망
3.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유비쿼터스 도시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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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에 관한 시설
유비쿼터스도시기술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따른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
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 유비쿼터스도시기술, 건설·정보통신융합기술, 유비쿼터
스도시건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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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유원지

기반시설의 하나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유원지는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이며, 광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로 분류된
다. 또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유원지는 광역시설에 포함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유원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정의하고
있다.
유원지는 결정기준에 의해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
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하며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
치할 수 있다. 또한 유원지의 접근성, 안전성, 친환성경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거쳐, 1만㎡ 이상의 적
정한 규모로 설치해야 한다. 유원지는 연령과 성별에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다양하게 설치하
되, 유원지 시설로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건폐율ㆍ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도
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유원지 면적이 3만㎡ 미만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
는 건폐율을 15%이내로 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광역시설, 공공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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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인구집중유발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의하는 학교, 공장,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및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의하는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을 말하며 「수도권정비계
획법」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1.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를 각각 포함)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 이상인 것
3. 공공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제외)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공공법인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50/10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 제외)
가. 업무용건축물 : 업무용시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
중 가장 큰 경우)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
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나. 판매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판매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
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복합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용 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 이상 2만5천㎡ 미만이고 판매용 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용건축물 : 복합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 이상인 건
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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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과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

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천㎡ 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
자(제3호의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수도권정비
계획의 수립 시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원칙적으로 관계 행정기관은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행위나 그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서울시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
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
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동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건축물의 용도,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
물, 복합용건축물, 과밀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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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일조권(日照權)

일반적으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의 하나

현대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햇볕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인 일조권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무분별한 도시화는 건축물의 과밀화를 발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건물과 건물 사이에 1년 내내 햇빛이 들
지 않는 영구 음영지대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옆 건물의 신축 등으로 햇볕이 차단되는 등의 피해를 발
생시켰다.
이러한 피해사항을 최소화하고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축법」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이격거리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
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m 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는 예외).
1. 높이 4m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2. 높이 8m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이상
3.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1/2이상
특히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은 일조권에 민감하므로 인접대지 경계
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기준에 맞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의 추가적인 규정까지 고려하여 건축하여야 한
다.
1. 건축물(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한다.
2.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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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나. 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측 방향(마주보는 2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방향에 한한다)의 건축물의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
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측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낮
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
다. 채광창(창 넓이 0.5㎡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m 이상
라.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4m 이상
하지만 주택단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주택법」에 따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
우에는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 보지 않고, 해당도로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
으로 보아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에
도 불구하고, 유연성을 적용하여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나 정비구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로 하여 규정된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또한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다른 대지사이에 공원ㆍ도로ㆍ철도ㆍ하천ㆍ광
장ㆍ공공공지ㆍ녹지ㆍ유수지ㆍ자동차전용도로ㆍ유원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과의 중심선)
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건축법,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인접대지경계선, 공동주택,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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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임대주택

국가 또는 민간 건설업체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이나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

임대주택이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말하며 「임대주택법」에 의거하
여 등록된 임대주택은 건설, 매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하는 주택.
이러한 건설임대주택의 종류는 그 건설재원 등에 따라 다시 세분할 수 있다.
가. 공공건설임대주택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
택
2)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3)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공공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민간건설임대주택 : 공공건설임대주택 외의 건설임대주택
2. 매입임대주택
주택의 건설이 아닌 임대사업자가 기존의 주택에 대한 매매 등으
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여기서 임대사업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
된 지방공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조합을 말한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재원 및 목적 등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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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

임대
의무기간

공공
건설임대

임대주택법 상 기준

비 고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분양전환불가

50년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2

공공
건설임대

30년

3

공공
건설임대

10년

4

공공ㆍ민간
건설임대

5년

50년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불가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
1,2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임대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신고한 주
택
1,2,3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분양전환불가
공공임대주택
(10년)
분양전환가능
공공임대주택(5년)
분양전환가능

다만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다른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각, 임대사
업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 또는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에서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
인의 분양전환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 동법시행령, 주택법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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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입체환지(換地)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환지의 목적인
토지를 갈음하여 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것

입체환지 개념은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28 폐지)에 의해서 처음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토지구
획정리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에 있어서 과소(寡少)필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지소유
자의 동의를 얻어 환지의 목적인 토지 대신에 시행자가 처분할 권한을 갖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줄 수 있도록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후 「도시개발법」에 의해 입체환지의 범위가 확장되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원활히 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체환지를 포함하는 환지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인 환지는 토지만에 대한 환지로서 평면환지라고 한다면 입체환지는 건축물과 부지를 동시에 환지
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체인 환지라고 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서 지지대
상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입체환지의 일반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입체환지는 집단체비지내에 공동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2. 입체환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구역 안에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된 주택을 동시에 소
유한 자이거나 토지와 토지에 건축된 상가를 동시에 소유한 자를 말한다.
3. 입체환지인 경우에는 건축계획을 환지계획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계획은 구역내
입체환지의 수요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4. 입체환지로 계획수립시는 규칙 제27조 2항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비례율에 의해 환지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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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5. 소유면적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6. 입체환지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상자를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7. 입체환지의 일반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종전의 토지·면적·이용상황·환경 및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시설이 균형있게
토지소유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나. 입체환지를 요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환지계획 수립전 60일간의 기간을 정하
고 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한다.
다. 입체환지를 원하는 토지와 환지대상인 건축시설의 추정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구역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혼용방식으로 사업시행할 경우 입체환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137.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구분되는
수도권 내 권역중의 하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성장 관리를 위해 수도권을 3개의 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은 한
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을 위한 권역이다.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별표1(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조안면에 한한다)
3. 용인시 (김량장동,남동·역북동·삼가동·유방동·고림동·마평동·운학동·호동·해곡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
면, 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고당리· 문촌리에 한한다)
4.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5.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
율곡리·내장리·배태리·내강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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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에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하여 다음의 사업이 제한
된다.
1. 택지조성사업.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
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시·군에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은 그 면
적이 3만㎡ 이상인 것을 말한다.)
2.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이상인 것
3. 관광지조성사업으로서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이 3만㎡이상인 것
4. 도시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 이상인 것
5.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만㎡ 이상인 것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되는 건축ㆍ시설물
1. 학교
2. 공공청사
3. 업무용건축물·판매용건축물 또는 복합용건축물로서 창고시설(「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
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오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한함)과 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이 2만5천㎡ (업무용건축물), 1만5천㎡(판매용건축물), 2만5천㎡(복합용건축물) 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연수시설 중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시설과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제외한다) 해당하는 시설(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를 포함한다)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동법시행령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연접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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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자연재해위험지구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정되는 지구

태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
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
장이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해야 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해당 지구에 속해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점
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
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또한 집단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중에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의 자력에 의한 정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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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지구, 침수·산사태·급경사지 붕괴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방재목적상 특
별히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치를 취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소요
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다시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비계획은 그 지역에 관한 개발계획등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반영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해야
한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연도별 지구정비에 관한 사항
3.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에 의해 의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자연재해위
험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마찬가지로 시·도지사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동법시행령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 방재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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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되는 용도지역의 하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은 전국의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용도지역 대분류의 한 종류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이 필요한 지역의 관리를 위해 지정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다음의 개발제한
이 적용된다.
1. 용적률 : 80% 이하
2. 건폐율 : 20% 이하
3. 개발행위허가규모 : 5천% 미만
또한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2(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와 같다.
다음과 같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유사한 취지의 보호구역들이 자연환경보전지역내에 지정될 경우에는 각
보호구역 해당법상의 건축제한을 적용받는다.
1.「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3.「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양보호구역,
5.「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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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자연보전권역,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
구역

140.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
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의되는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구분 설치한 자전거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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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전거 이용시설을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
를 장치한 것 및 장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러한 자전거도로를 다음과 같이 세분하고 있다.
1.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
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2.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
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3.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
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택지개발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가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규
정한다.
도시계획시설로서 자전거전용도로는 도로의 사용 및 형태별 구분 중 하나로 폭 1.1m(길이가 100m 미만인
터널 및 교량의 경우에는 0.9m)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로 정의된다. 도
시계획시설로서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 및 설치 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을 따라야
한다.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1. 통근·통학·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할 것
2.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3. 학교·공공청사·도서관·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1.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투수성 재료를 사용할 것
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3.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 전용도로 우
선구조로 설치할 것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

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자전거이용시설, 자전거도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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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전매(轉賣)제한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기간 동안 신규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또는 주택
에 대해 상속 이외의 매매ㆍ증여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

사전적으로 ‘전매(轉賣)’는 다른 사람이 산 것을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며 전매제한이라 함은 산 것을 다
시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그 제한 대상은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로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의 수급 및 투기억제를 위해 기간을 정하여 주택입주자로 선
정된 지위 또는 주택에 대한 상속 이외의 매매(賣買)ㆍ증여(贈與) 및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
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주택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일반적인 입주권과 분양권을 의미하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통해 조합원등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분양권 : 청약을 통해 조합원 외의 일반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주택법」에서는 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ㆍ지위에 대한 전매제한의 대상
및 기간을 10년 이내에서 지역별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투기과열지구(投機過熱地區)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거나 지정 해제
된 지역 중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해당 주택의 입주자
로 선정된 지위는 제외)
③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한편 전매제한 대상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
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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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또한 전매제한
대상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소유권 보존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이 같은 「주택법」에 규정된 주택관련 전매제한 이외에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전매제한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 내의 특별시, 광역시 및
대도시에서 분양하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 대한 제한 등이 있다.

투기과열지구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
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
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 「주택법」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에 대해 국토해양부 장관이 주
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구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분양권 전
매제한, 무주택 세대주 우선분양, 공개추첨분양 청약순위제한 등이 적용된다.
전매제한대상 중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사업주체(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①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으로
이전하는 경우.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
②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주 대책의 대
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하는 경우
가. 이주대책용 주택을 공급받기로 결정된 후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분양권 전매제한으로 해
당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
나. 이주대책용으로 공급받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전매제한기간의 1/2 이상을 경과하여 전
매하는 경우
⑥ 「주택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전매제한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주택법, 동법시행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투지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공영개발, 입주권,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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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전원도시(田園都市, Garden City)

1898년 영국의 도시계획가 에버니저 하워드(Ebenezer Howard)에 의해서 제시된 개념으로 근대도시화과
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원적인 자연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소규모 자립도시

전원도시란 1898년 영국의 하워드(E. Howard)가 제시한 이상도시의 모형으로, 도시와 전원의 장점을 적
절히 조화시킴으로써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생활환경을 전원적인 분위기로 조성하여 인
간답고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적 자립도시를 의미한다.

18세기 말 이후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한 공업화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촉진시켜 위생과 환경이 불량한 과
밀주거지를 형성시켰고, 산업활동으로 인한 대량의 매연과 오수가 도시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야기했다.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유토피아구상이 제안되었으나 현실적인 해
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1898년 영국의 실천적인 도시계획가 하워드는 공업화와 도시적 생활양식의 장점으로 인한 인구
의 도시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전원지대에 공업과 문화를 정착시켜 전원적 자연환경이 풍부한 주거형태인
전원도시 개념을 제시하여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하워드는 도시와 농촌의 장점만을 결합시킨 전원도시의 6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① 도시인구를 제한할 것. (3-5만)
② 도시주위에 넓은 농업지대를 영구히 보유, 이 공지를 도시의 물리적 확장을 제한하는데 사용하며 시
중에도 충분한 공지를 보유할 것.
③ 시민경제 유지에 만족할 만한 산업을 확보할 것.
④ 상하수도, 가스, 전기, 철도는 도시전속의 것을 사용, 도시의 성장과 번영에 의해 생기는 이익은 지
역사회를 위해 보유할 것.
⑤ 토지는 경영주체 자신에 의한 공유로 하여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차지의 이용에 관해서는 규제를
가할 것.
⑥ 주민의 자유결합의 권리를 최대한으로 향유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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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의 전원도시개념은 레치워스와 윌윈의 건설로 실현되었고, 이후 C.A. 페리의 근린주구 단위개념, 2
차대전후 미국도시의 건물블럭, 경제 대공황 중 미국정부에 의해서 건설되었던 그린벨트 타운, 미국의 레
드번 계획 등 전세계 도시계획에 많은 영항을 미쳤다.

근린주구, 뉴어버니즘, 도시미(美)운동

143. 접도구역(接道區域)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
리 이내에 지정되는 구역

접도구역(接道區域)은 도로구역의 도로 구조의 손궤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는데 일반국도의 경우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 고속도로의 경우 20m 이내에서 접도구
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으며 접도구역 내에서는 규정에 따라 다음의 행위가 금지된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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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
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
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
시설을 할 것

도로법, 동법시행령

도로구역, 토지의 형질변경

144. 제3섹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한 민관합동법인

제3섹터란 일반적으로 공공부문(제1섹터)과 민간부문(제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있는 사업체를 의미하
며, 이러한 형태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사업방식을 지칭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하면 공사합동출자의 민법
법인(출자법인), 상법법인(출연법인)을 제3섹터라고 할 수 있다.
제3섹터는 일본에서 가장 발달한 제도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민간부문의 우수한 정보, 기술과
풍부한 자본을 도입해 공동출자형식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이나 도시조
성사업에 많이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의해 1991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1992년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으로 제도화되었다.
제3섹터는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의 자금을 단기간에 조성할 수 있고, 민간이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므
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릴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공공과 더불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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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을 공공부문에 환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공사합동법인이기 때문에 구성원의 법적인 신분과 사업 추진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민간
의 사업참여로 인해 수익성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민간

한편 미국에서의 제3섹터(the third sector)는 공공부문(제1섹터)도 아니고 민간부문(제2섹터)도 아닌 독
립섹터로서 재단, 교회, 자선단체, 노동조합 등 비영리 단체(NPO)를 뜻하기도 한다.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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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주거지역

용도지역 대분류인 도시지역의 세분류 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
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은 도시지역의 세분류(주거지역, 상업지
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중 하나로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며, 일조권 및 사생
활 보호를 위하여 가급적 정형화된 형태로 지정되어야함은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시설, 생활용품의
구매시설,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이용의 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를 통한 다양한 경관을 형성 및 스카이라인이 유지,
주거 단편화 방지를 위해 전용주거지역(제1종전용, 제2종전용), 일반주거지역(제1종일반, 제2종일반, 제3종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추가 세분하여 지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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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의 세구분 및 규제와 건축밀도 제한은 다음과 같다.
[주거지역 구분]
세 구 분

지 정 목 적
∙단독주택
주거환경
∙공동주택
주거환경

제1종
전용
제2종

층수 규제

중심의 양호한
보호
중심의 양호한
보호

2층 이하,
8m 이하
없음

4층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5층 이하

7층 이하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 시장정비사업시 15층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평균 13층 이
하(아파트)

12층 이하

- 시장정비사업시 15층 이하
- 공공시설 기부채납시 층수제한 없음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
한 주거환경을 조성

제1종

완화 규정 등

주
거

일반

지

∙중층주택 중심으로 편리
한 주거환경을 조성

제2종

역

∙중고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

제3종
준주거

없음
없음

[주거지역 구분별 용적률 및 건폐율]
용 적 률

건 폐 율

구 분
영

조 례
(서울시)

제1종

50~100% 이하

제2종

법

영

조례
(서울시)

100% 이하

50% 이하

50% 이하

100~150% 이하

120% 이하

50% 이하

40% 이하

법

전용
제1종

500%

100~200% 이하

150% 이하

70%

60% 이하

60% 이하

제2종

이하

150~250% 이하

200% 이하

이하

60% 이하

60% 이하

200~300% 이하

2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200~500% 이하

400% 이하

70% 이하

60% 이하

주거지역
일반

제3종
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 227 -

146.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
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거에는 구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주거환경정비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해 시행한다.
1. 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2. 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
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사업시행자가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고시일의 토지 등 소유자의 2/3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세대
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의 공공시행자가 시행하게 되며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1/2 이하인 경우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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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
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
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2.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인 임대
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100 이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시행령

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147. 주택거래신고제(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신고대상 주택에 대해 대가가 수반되는 소유권 이전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주택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
정시키기 위한 제도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에서 「주택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주택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신고하도록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
하는 제도로 2004년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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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는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에 따라 이를
아파트거래신고지역,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게 된
다.
①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
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②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3월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③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아파트 또는 연립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
④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또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해야하는 공동주택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거래신고지역에 있는 아파트
②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다음에 해당하는 연립주택
가. 주거전용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부지면적 1만㎡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건축하고
자 하는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인 것에 한한다)를 포함]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있는 연립주택
③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대상 주택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아파트 및 연립주
택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신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만,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재건축ㆍ재개
발구역안에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거래의 경우에는 제5-2 및 제5-3을 적용하지 않는다.
1. 계약당사자
2. 계약일
3.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4.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5. 거래가액
5-2.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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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
6.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7.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중개업자
8.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해제요청이 있거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필증 교부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신고사
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거래신고제도는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
률」에 의해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는 경우로 확대하여,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의 사항을 거래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토지 또는 건축물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③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 의무를 지며, 주택거
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도 중개업자가 이를 주
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는 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주택법, 동법시행령,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부동산거래신고, 연립주택,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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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개발
사업

주택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
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재개발사업은 과거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시행되던 도시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이 2003년 제
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으로 통칭하게 되었다.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
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방법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거
나,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별 건설비율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
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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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80
이하
2.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7 이상으로 하되,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임대주택이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100분의 40 이하
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및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다
음의 시설을 말한다.
1. 녹지
2. 하천
3. 공공공지
4. 광장
5. 소방용수시설
6. 비상대피시설
7. 가스공급시설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정비구역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서 사업시행계획서에 당해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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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 중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과거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해 오다가
2003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되면서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의되고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2.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4. 조합 설립 인가
5. 시행자 지정
6. 사업 시행 인가
7.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8. 착공 및 일반분양
9. 준공인가 및 사업완료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는 주택재개발사업 등 타 정비
사업과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정비계획수립대상구역)에 규정되어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1종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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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지정 요건이 되지 않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사
업시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안전
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시·도지
사가 검토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
고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 방법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
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와 주택단지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
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규정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
다.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한편 과밀억제권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
정 등을 위해 당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100분의 25의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건축관계 법률에 의한 건축물 층수제한 등 건축제한으로 용적률의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용적률의 상승폭, 기존주택의 세대수 그 밖의 사업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서 규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당해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여 국민 주택기금에 100분의 50, 당
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 100분의 20이, 당해 시ㆍ군ㆍ구(자치구)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임대주택은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주택공사 등에게 재건축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법률에 규정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건축물 또는 토
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지정요건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1. 기존의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
라. 3 이상의 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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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실시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2. 기존의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
역. (다만,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가.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
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
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2/3 이상이거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
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1/2 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3/10이상일 것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다만, 「건축법」의 규
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것을 제외)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 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다.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 이 경우 사업계획승
인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법시행령,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비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관리처분계획, 공동주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 236 -

150. 중심업무지구(CBD)

도시 내에서 상업·금융·위락 및 서비스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도시의 핵심지역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는 도시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비록 도시의 좁은 공간을
점유하는 지역이지만 그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도시경제·사회의 중요도가 높은 지역으로 주로 접근성과
교통여건이 좋은 도시 주요지역에 형성된다.
특히, 전문적 기능이 수행되는 CBD지역은 고층·복합건물이 밀집되고, 최고의 지가를 나타내며 자동차와
보행자의 유동과 교통밀도가 도시 내에서 가장 높게 형성된다. 이러한 CBD지역에서는 전문직과 일반업무
의 사무실, 은행의 본점, 유명백화점, 고급상점과 음식점, 극장, 호텔 등 비거주기능이 다수 입지한다.
그 결과 CBD 지역에는 유동인구는 많지만 상주인구가 적어 주간과 야간인구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으로써 도심공동화 현상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서울의 경우 중구, 종로구 등이 중심업무지구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뉴욕의 맨해튼과
런던의 시티오브 런던, 파리 라데팡스, 도쿄 마루노우치, 오오테마치 등이 중심업무지구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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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가운데 일부지역의 토지이용을 보다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등,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지구단위계획은 종전의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와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계획을 통합하면서 생긴 제도
로서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 관련계획의 취지를 살려 토지이용을 구체화·합리화하기 위해 수립한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정비사업구역 등을 대상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10년 내외의 기
간동안에 나타날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과 주변의 미래상을 상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계획에서 기존 시가지의 정비·관리·보존 또는 신시가지의 개발 등 그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목표에 따
라 도시기반시설의 설치, 건축기준의 제시 등 부문별 계획이나 상세정도를 달리하여 정하게 된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 전반의 행정구역 대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등 보다 거시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
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특정 필지에서의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두나, 지구
단위계획은 도시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을 같이 고려하여 평면적인 토지이용계
획과 입체적인 건축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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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제1종지구단위계획 :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
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주로 도시지역에서 수립)
- 제2종지구단위계획 :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
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주로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서 수립)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
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 3년이 되는 다음날부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도시개발사업계획, 정비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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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지리정보시스템(GI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지형공간정보를 입력, 저장, 관리, 분석, 편집, 출력할 수 있는 컴퓨터 응용 시스템으로 시스템의 데이터베
이스를 다양한 목적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은 지리적 자료를 수집,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방대한 지형공간 정보
를 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다양한 목적에 따라 결과물을 생산,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는 공간자료(spatial data)와 속성자료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간자료란 지형
요소에 대한 유형, 위치, 크기, 다른 지형요소와의 공간적 위상관계 등을 말하며, 벡터자료(vector data)
와 레스터자료(raster data)로 구분된다. 속성자료는 지형요소의 속성에 대한 자료로서 수학적 의미를 포
함하는 정량적 자료와 지도명, 주기, 라벨 등 대상물 설명에 필요한 정성적 자료가 있다.

과거 땅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전통적 수단이었던 종이지도는 자료범위의 한계가 있었고, 수시로 변화
하는 데이터를 적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등의 발달에 따라 방대
하고 다양한 공간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이 등장하게 되었다.
1960년대에 등장한 GIS는 컴퓨터 관련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여 1990년대 이후에는 우리사회에 폭
넓게 자리잡아 활용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공간 데이터의 표준화 추세를 거쳐 인터넷의 등장과 확산
으로 GIS활용이 더욱 고차원화되고 범용화되고 있다.
GIS는 국토계획, 도시계획, 환경관리, 시설물관리, 교통 물류분야, 민간사업분야의 다양한 분석등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범지구측위시스템) : 미국 국방부에서 개발한 위치결정시스템으로
지구 주변궤도상의 24개의 위성 중에 3~4개의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사용자가 위치정보와
시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GPS는 사용자에게 3차원의 위치, 속도, 시각정보를 제공하여 주므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는데 특
히,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의 항법과 측량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GPS, 수치지도

- 240 -

153. 지목(地目)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1910년 토지조사 당시 18개 지목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아래와 같이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되고 있다.
◎ 지목 종류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
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지목은 토지 과세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고 토지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
는데 이용된다. 개별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며, 만약 1필지가 2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주
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된다. 또한 토지가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
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의 구분 기준
1. 전(田)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약초·

뽕나무·닥

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沓) :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果樹園) :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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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牧場用地) :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로 함)
-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林野)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鑛泉地) :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 되는
부지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 시설의 부지를
제외)
7. 염전(鹽田) :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
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
8. 대(垈)
-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 위의 토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 주차장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
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제외)
나.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
13. 창고용지
: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 도로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도로’로 분류한다.(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
-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 제방 :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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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천 :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 구거 :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流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 유지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
20. 양어장 :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 수도용지 :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導水)·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 공원 :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
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
지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流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
24. 유원지 :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어
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遊技場)의 부지와 하
천·구거 또는 유지(遺地)[공유(公有)의 것에 한한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
25.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 사적지 :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 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
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
27.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묘지공원
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함)
28. 잡종지(雜種地) :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잡종지"로 분류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
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
1.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
동우물
2.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 등의 부지
3.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필지, 지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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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지적공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
명하는 장부

지적공부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와 관계된 공적증명을 위한 장부를 의미하
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 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
2.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토지등기부, 건물등기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용어로서, 지적공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는 모든 토지에 대해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의 소재·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지적공부를 열람하
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 이때 소정의 수수료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소관청에 납부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측량기술자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적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상 필요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해 전산정보에 의해 인터넷으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지목, 토지이용계획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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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지형도면(地形圖面)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

지형도면이란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 여기서 지역·지구등이란 지역
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ㆍ도시계획시설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지형도면의 작성은 지역ㆍ지구등의 결정 사항과 개별필지와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며, 이를
일반국민에게 알려줌으로써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의 투명화와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제한을 알
려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항의 열람공고나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에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활용하며, 지역
ㆍ지구 등의 지정 및 고시를 위한 지형도면 작성 시에는 지형도면 작성지침에 의하여 규정에 맞게 작성하
여야 한다.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때에는 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로 작성하여야 하며 녹지지역 안의 임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축
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로 작성할 수 있다.

- 245 -

법률상에서 ‘지형도면등’이라 함은 지형도면과 지적도등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도면을 말하는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에 의해 지역ㆍ지구등의 지정의 효력은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하도록 되어있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동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적, 지적도, 연속지적도, 국토이용정보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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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체비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사업 후 필지정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정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보류지(保留地)라고 한다. 이러한 보류지 중 공동시설 설치 등을
위한 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 즉 시행자가 경비충당 등을 위해 매각처분할 수 있는 토
지가 바로 체비지이다.

사업시행자는 체비지를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
분·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시 매각처분되지 않은 체비지는 환지처분(토지소유권의 재분배)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다.
체비지운영의 합리성을 위해 「도시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체비지를 지정하는 경우
간선도로변 또는 단가가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체비지를 지정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행정
청이 시행자가 되어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처
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으며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되어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

보류지,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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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
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

취락이란 ‘가옥들이 모여있는 집단적인 생활 근거지’라고 할수 있는데 취락지구는 이러한 취락의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다.
취락지구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라고 정의 되었었고,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
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로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의해 용도지구의 하나로 정의 되고 있다.

취락지구는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지구
2.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제한과 건폐율을 적
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집단취락지구 지정 기준
1.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일 것

- 248 -

2. 취락지구 1만㎡ 당 주택의 수(호수밀도)가 10호 이상일 것. (다만, 지역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국
토해양부장관과 협의 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호수밀도를 5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취락지구의 경계설정은 도시관리계획 경계선,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의 경계선, 도로,
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기타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하되, 지목이 대인 경
우에는 가능한 한 필지가 분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
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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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압축도시)

도시고밀도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형태 조성을 지향하는 도시정책 모델

콤팩트 시티는 지속가능한 도시형태(sustainable city)를 구현하기 위한 도시정책으로 제시되었으며, 유럽
연합(EU)에서는 도시문제와 더불어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콤팩트시티를 지향하고 있다.
콤팩트시티란 도시내부 고밀개발을 통해 현대도시의 여러 문제의 해결을 도모함과 동시에 경제적 효율성
및 자연환경의 보전까지 추구하는 도시개발 형태로 도시내부의 복합적인 토지이용, 대중교통의 효율적 구
축을 통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촉진, 도시외곽 및 녹지지역의 개발 억제, 도시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역
사적인 문화재의 보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0세기 중반 자동차 보급의 증가로 도시의 외형팽창이 진행되었고 이런 흐름 속에서 많은 도시문제가 발
생하였다. 도시 중산층의 대규모 거주지 교외 이동, 도심 공동화 현상과 inner-city 문제, 도시 외곽의 무
분별한 환경 파괴 등 복합적인 여러 문제들이 고착화되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 여러 나라의 도시정
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콤팩트 시티의 실현을 목표로 하게 된다.
지속가능한 개발(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이란 유엔의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인 브룬틀랜드위원회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들 공통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
한 개념으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
발’로 정의되어 있다.
이러한 콤팩트시티 개념은 미국의 뉴어버니즘과 영국의 어번빌리지 사례에서 구체화되었고, 현재 세계 여
러 각국의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뉴어버니즘, 스마트성장, 어번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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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택지(宅地)

택지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하며, 법률상으로는 「택
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택지란 일반적으로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뜻하는데, 법률적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폭넓게 정의되어 주택건설용지 뿐
만이 아니라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 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공공시설용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로, 철도, 수도, 하천 등의 기반시설
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주택건설용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로 나눌 수 있다. 공공택지란 주로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택지로서 국
민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등의 공공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그리고
민간택지란 민간업체가 조성하여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에 의한 택지를 말한다.

대지와 대(垈)의 구분
1. 대지(垈地)
: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별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측
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필지 중 건축행위가 가능한 필지를 의미한다.
2. 대(垈)
: 흔히 대를 대지로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대지라는 지목은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률상에 없다. 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토지 분류의 한 유형으로 28개
지목 중 하나이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 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 즉, 건축물이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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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대지, 대, 지목, 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

160. 택지개발예정지구(택지개발사업)

도시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선정, 개발하여 저렴한 택지를 대량으로 조성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 예정지로 지정된 지역

택지개발사업은 1980년에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시행되는 공영개발 위주의 대규모택지개발사업
이며 택지개발예정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사업예정구역에 지정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지역ㆍ지구의 하나이다.

‘70 ~ ‘80년대의 도시지역에서는 주택 수요의 증가 및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해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규모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택
지개발사업을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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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시행자를 지정하여 택
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법」에 의한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
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예정
지구의 면적이 20만㎡ 미만인 경우로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지 않거나 민간 공동사업
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동일)가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 주택정책심의위원회(시ㆍ
도 주택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되며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예정지구 안에서는 건축
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택지개발
촉진법」시행령 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택지개발사업은 다음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4. 「주택법」 따른 등록업자(주택건설등 사업자) 중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규정된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
성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내지 지방공사에 해당하는 자
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발계획의 개요, 기간, 토지이용계
획, 토지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규정된 바에 따라 택지
개발사업실시설계(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까지 포함)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수용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국토해양부장관
이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시행자의 성명,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
목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
업을 실시할 수도 있다. 준공검사 이후 택지의 공급은 승인받은 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에 따라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 건설용지와 기타의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
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의 공급에 있어서 시행자는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택지의 조성원가는 시행자가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주대책용으로 공급하
는 주택건설용지 등 규정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성된 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그 택지에 대
한 권리에 대한 전매가 제한된다.

택지개발촉진법, 동법시행령

택지개발예정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토지의 수용 및 사용, 도시개발사업, 전매제한, 국민주택, 공공
시설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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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토지 공(供)개념

토지는 국민전체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기반으로서 공적 재화임을 고려하여 그 소유와 처분에 대한 적절
한 유도와 규제가 가해질 수 있다는 개념

토지공개념은 토지는 그 성격상 단순한 상품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서 다루고 토지가 갖는 사적
재화로서의 성격과 함께 공적 재화로서의 성격도 함께 고려하여, 그 배분 및 이용과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토지철학이다.

역사적으로 애덤 스미스,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등의 경제학자들은 토지의 사유권 보장을 비판하고 공
공성을 강조하여 땅 주인이 받는 불로소득을 비판했고, 1919년에 제정된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토지
의 경작과 이용은 토지 소유자의 공동체에 대한 의무다. 노동과 자본 투하 없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 상
승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이용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소유 및 이용의 제한 외에도, 지대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 처분의 제한 등
의 형태로도 적용될 수 있다. 이 조항을 원용해 여러 나라들이 사회 전체의 복리를 위해 토지 소유권 등
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는 이에 대해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개인의 소
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공개념을 제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제반 사항과 형평성과 합리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노는 땅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
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개인 택지를 200평으로 제한해 초과한 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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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 이익의 50%를 환
수하는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 3개를 제정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택지소유상
한제’의 두 법률은 나중에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개발제한구역 등 지역ㆍ지구 지정을 통한 토지이용규제 등의 제도에
서 토지공개념이 반영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거래허가, 종합부동산세, 개발제한구역, 토지
이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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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토지 형질(形質)변경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의 절토(切土)·성토(盛土)·정지(整地)·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
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

형질변경이란 경작을 위한 행위 이외의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중 하나이다.
여기서 경작을 위한 행위는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 재배행위, 당해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단
순한 객토나 정지작업”을 말하며,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중 하나이므로 형질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1. 높이 50㎝ 이내 또는 깊이 50㎝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地目)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2.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
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함. 이하 같음)
3.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이 경우 조성이
완료된 대지라 함은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에 의하여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당해 대지에 대한 토지굴착만으로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
지를 의미)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 다음의 면적 이상으로 개발할 수 없으며, 관리지역·농림지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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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아래의 ‘2’ 및 ‘3’의 면적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
나. 공업지역 : 3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
2. 관리지역 : 3만㎡
3. 농림지역 : 3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이러한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은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은 제외되며, 토지형질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경
우는 개발행위허가규모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개발행위, 도시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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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토지가격비준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로서 대량의 토지에 대한 가격을 간
편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계량적으로 고안된 간이지가산정표이다. 토지가격비준표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하는데 있어 토지특성조사, 비교표준지 선정과 함께 개별필지의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비교 표준지의 가격에 토지가격비준표로부터 추출된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다.

토지가격비준표에 가격배율이 있는 토지특성항목은 지목, 토지면적,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 기
타제한, 비옥도, 방위, 형상, 도로거리, 철도/고속도로 등과의 거리, 폐기물/수질오염 등과의 거리, 농지구
분, 경지정리, 임야구분, 토지이용상황, 고저, 도로접면이다. 다만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은 시·군 및
용도지역별로 다소 상이하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
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격배율
토지가격비준표에 제시된 가격배율의 의미는 토지특성의 변화에 대한 지가수준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다. 즉, 토지특성이 서로 다른데 대한 상대적인 지가수준을 의미한다.
비교표준지와 산정(조사)대상필지의 토지특성이 같으면 가격배율은 1.00이며, 토지특성이 서로 다른 토
지특성항목에 대해서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가격배율을 추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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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가격배율

164. 토지거래허가제

토지의 투기방지와 합리적 지가 형성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5년이내)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도록 하는 제
도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소유의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의 시정과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형성을 방지하
는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978년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으로 도입되었
으며 현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제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허가구역 내에서 토
지를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
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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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ㆍ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
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하지만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서 규정된 용도별 면적 이하
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
토지거래허가의 면적 기준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해서는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180㎡ 이하
2. 상업지역 : 200㎡ 이하
3. 공업지역 : 660㎡ 이하
4. 녹지지역 : 100㎡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 이하, 임야의 경우는 1천㎡ 이하)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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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토지구획정리사업(土地區劃整理事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었던 환지방식을 통한 토지의 계획적 택지화 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還地)방식의 계획적 택지화 사업을 의미하며, 현
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되는 사업을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 환지란 토지의 교환, 분합, 구획변경 및 지목·형질의 변경을 행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전의 토지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지 아니하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질, 수리, 이용환경 등을 고
려하여 사업 시행 후의 대지에 권리를 이동시키는 방법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관계의 조정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택지개발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 시
행되기 전에는 거의 유일한 택지개발 수단이었으며, 크게 사업계획 결정, 시행인가 신청, 환지계획 작성,
환지계획 인가 및 시공의 5단계로 구성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신시가지 및 기성시가지에서도 사업시행이 가능하고,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 등을 일
제히 정비할 수 있음은 물론 사업을 위한 막대한 토지매입비를 지주들이 현물출자 하는 방식을 통해 비용
을 절감함으로써 효율적ㆍ경제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공간의 고려가
없는 사업지구만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전반적 도시발전을 저해하거나, 사업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도 존재했다.
2000년 「도시개발법」 제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
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그 시행 방법의 하나인 ‘환지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규정되어 있다.

도시개발법

체비지, 감보율, 환지,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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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이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토지등의 개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등의 권리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취득하는 것을 말
한다. 여기서 소유권등의 권리란 다음의 토지, 물건 및 권리의 취득 또는 사용을 말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과 그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입목, 건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과 그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경우
와 개인재산권의 적절하게 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과 손실의 보상 및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을 재결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두어 처리해야 한다.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
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
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ㆍ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한다.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ㆍ임대료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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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방법ㆍ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따른다.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 할 수 있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
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삭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방풍․방
화․방조(防潮)․방수․저수지․용배수로․석유비축 및 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관측
에 관한 사업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 또는 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
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
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의 건설 또는 택지의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교량․전선로․재료적치장 그 밖의 부속시설
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
1. 도시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2.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촉진법」 제34조)
3. 택지개발사업(「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4. 하천사업(「하천법」 제76조)
5. 전원개발사업(「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6. 학교시설사업(「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0조)
7. 산업단지개발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8. 관광지조성사업(「관광진흥법」 제58조)
9. 철도사업(「도시철도법」 제5조)
10. 도시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
11. 도로사업(「도로법」 제49조의2)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토지수용위원회,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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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토지부담율 (감보율)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도로·공원·학교 등 공공용지 및 공동시설을 확보 및 공사비
충당을 위해 사업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로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개발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사업 방식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
하는 경우 시행자는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
용하기 위해, 개발된 토지 가운데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다시 나누어 주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
를 보류지라 한다. 따라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의 토지소유자는 기존 토지면적보다
줄어든 토지를 돌려받게 되며, 이러한 줄어든 토지면적의 비율을 감보율(토지부담률)이라 한다.
예를 들어, 전체 토지면적 1,000㎡를 보유한 사람이 환지방식의 사업 후 800㎡ 면적의 토지를 돌려받았
다면 보류지로 떼어준 땅의 면적은 200㎡이고, 감보율(토지부담률)은

1000-300
1000

×100%= 20%가

된

다.
이같은 토지부담률은 같은 환지계획구역에서도 토지이용도 및 개개 소유지의 위치에 따라 필지별로 다르
게 적용될 수 있으며 계획구역 전체에 대한 감보율(토지부담률)은 다음과 같은 평균토지부담율로 계산된
다.
평균토지부담율 = (보류지면적-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환지계획구역면적-시행
자에게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면적)×100
이러한 감보율(토지부담율)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법률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
를 위해 평균토지부담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60%까지 가능하며 환지계획구역안의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60%이상도 가능하다.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 전에 비해 돌려받는 토지면적은 줄어들지만,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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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시행규칙

168. 토지적성평가

토지의 환경·생태적 물리적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토지가 갖는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능한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실시하는 기
초조사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평가목적에 따라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 및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로 구분된다.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고 관리지역을 일정기간내에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야 함에 따라, 이를 세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토지적성평가를 말한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는 개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 실시하는데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관리지역 세분을 제외한다)
②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③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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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계획(관리지역 세분전에 관리지역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기타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평가 후 개별필지는 적성값에 따라 각 필지를 보전등급(A등급)·중간등급
(B등급)·개발등급(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도시관리계획에 활용된다.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토지적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므로 서
울시의 경우 녹지지역만이 평가대상이 되며 평가 절차 및 등급부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토지적성평가지
침」을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해양부 토지적성평가지침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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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특별건축구역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
을 도모하기 위해 「건축법」에 의해 특별히 지정되는 구역

특별건축구역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건축법」에 규정된 특례적용 가능 건축물을 심의를 거쳐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일조권 등 건축규제가 완화 또는 통합 적용되므로,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반영된 창의성 높은 복합단지 조성이나 지역 랜드마크 건설이 촉진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구역에 대
해 지정하게 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구역 등에 대하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의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은, 「건축법」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별표3(특별건축구역 안의 특례사항 적용 대상 건축
물)에서 규정된 건축물을 특례사항이 적용된 건축허가를 통해 건축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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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사업구역 (「건축법」시행령)
1.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한 다음의 사업구역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의 사업구역
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안의 사업
구역
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구역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안의 사업구
역
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 구역
2. 그 밖의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
나.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지역
다. 그 밖에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

건축법,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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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표준지공시지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
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표준지공시지가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標準地)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및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
여 그 적정가격을 책정한 것을 의미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鑑定評
價)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이용된다.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야 하며 인근의 유사한 토
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費用推定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이므로 개별 토지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比準
表)를 적용하여 산정되며, 이렇게 산정된 개별 토지의 공시지가는 다음과 같이 활용된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 · 사용에 대한 보상
2. 국 · 공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주거용지·관광용지 등
의 공급 또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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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위한 환지·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5. 토지의 관리매입 · 매각 · 경매 · 재평가
6.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개별공시지가 산정
7.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등의 대출관련 담보 평가
적정가격(適正價格)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
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감정평가(鑑定評價)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자격제도를 통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수
행됨
토지가격비준표(土地價格比準表)
표준지를 1이라는 기준으로 놓았을 때, 도로접면상태, 토지이용상태, 용도지역, 교통편의, 유해시설과
의 거리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주는 토지 특성의 변화에 따른 지가수준차이를 나타내는 표로 국토해
양부장관이 작성하여 각 행정기관에 배부하는 배율표(倍率表)
개별공시지가(個別公示地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부담금 · 농지전용부담금 · 양도소득세 과세 시 기준이 되는 지가를
산출하기 위해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고하고 제공하는 관할구역 안의 개
별 토지 단위면적당 가격(공시된 개별 토지가격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
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표준주택가격(標準住宅價格)과 공동주택가격(共同住宅價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가격 공시제도로 2005년부터 주택에 대해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
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년 1월 1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하는
토지를 포함한 주택의 표준가격 (공시된 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의 가격 결정의 기준 및 지방세인 재산
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적정가격, 감정평가, 공시지가, 토지가격비준표,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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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피로티 (필로티, Piloti)

지면에 닿는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

피로티란 지상 층 부분이 기둥 등으로 이뤄져 통행공간이나 주차장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에 의해 벽면적이 1/2이상이 개방된 공간(open)으로 되어있으면 피로티와 유사한 구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로티 및 유사한 구조가 공중의 통행 또는 차량의 통행ㆍ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
주택에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또한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ㆍ계단실ㆍ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가 3개 층 이하여야 하는데,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건축법 시행령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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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필지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로서 하나의 지번을 가지고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
위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필지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된다. 한 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두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 같은 두개의 필지를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도 있다.

1필지로 합병하여 하나의 필지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지번부여지역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② 다음의 용도가 다른 토지를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는 경우 (편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와 토지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 ㎡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
외)
가.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구거 등의 부지
나.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
지
국가는 「측량․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
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있다.

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합병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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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분할, 합병

17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보건법」에 의해 지정된 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지자체 교육감에 의해
지정·고시되는 구역으로서 1967년 「학교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내에서 지정되며 절
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된다.
1. 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인 지역
2. 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인 지역 중 절
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 및 업종의 설치가 일체 금지 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또
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행위 및 시설
2.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4. 가축의 사체처리장 및 동물의 가죽을 가공·처리하는 시설
5. 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6. 가축시장
7. 전화방, 성인용품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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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대정화구역내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 가능한 시설 및 업종은 다음과 같
다.
1. 총포화약류의 제조장 및 저장소,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2. 폐기물수집장소
3. 전염병요양소, 진료소
4. 유흥주점, 단란주점
5. 호텔, 여관, 여인숙
6.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8. 특수목욕장 중 증기탕
9. 만화가게
10. 무도학원ㆍ무도장
11. 노래연습장
12. 담배자동판매기
13.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단, 유치원이나 대학 정화구역내에서 당구장, 게임제공업, 만화가게, 노래연습장, 담배자동판매기,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
정화구역은 정화구역이 설정된 해당 학교의 장이 관리하고 정화구역이 중복될 경우에서 유치원을 제외한
하급학교, 같은 급의 학교 간에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의 장이 관리해야한다.

학교보건법, 동법시행령

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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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허용용적률(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과 비교)

지구단위계획등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을 합산한 용적
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하는 용적률

용적률은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한 건축물
의 용적률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
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건축주가 행정청의 계획지침을 준수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게 되는 경우 그 기준
을 완화하거나, 개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개념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계획을 위해 「건축법」
상 용적률의 개념을 세분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기준용적률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 폭, 경관,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입지적 여건을 고려하여 「서
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블록별, 필지별로 별도로 정한 용적률
2. 허용용적률
: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과 기준용적률을 합산
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3. 상한용적률
: 건축주가 토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공시설로 기부채납(寄附採納)하거나 또는 설치․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추가로 부여되는 용적률을 기준용적률 또는 허용용적률과 합산한 용적률의 범
위 안에서 별도로 정한 용적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의 기본 개념은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다른 경우에도 동
일하게 적용되며, 세부적인 산출식 등은 해당 지침 등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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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획지<劃地>계획, 공동개발, 건축물용도, 대지 안의 공지, 친환경 계획요소, 주차 및 차량동선 등 해
당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공되는 용적률

건축법, 동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용적률, 기부채납

175. 현황도로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온 사실상의 도로

현황도로는 지적도 상에 도로로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
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법」
에서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하고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현황도로를 「건축
법」상 도로로서 지정·공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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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에서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2. 제방도로
3. 공원 내 도로
허가권자가 현황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 공고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도로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건축법,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맹지, 건축법에 의한 도로

176. 환경개선부담금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
선을 촉진하기 위해 1991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제정되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유통·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간접규제 제도
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에 의해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
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
담금을 부과·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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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건물(시설물)은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
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연접부지 위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 적
용)이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
록된 자동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
환경보전지역이다. 다만,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공장, 에너지 생산·비축 및 공급시설, 광산, 창고시설, 위험물 제조소 및 저장소, 주차장, 축사(양잠·양
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포함), 식물관련시설, 군사시설 등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대기
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 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시설
물에 대하여는 그 기본부과금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경감하게 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동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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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환경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는 것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일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법률에 의한 평가절차이다.

지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환경보전법을 제정ㆍ공포하면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9년 「환경·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통합되어 운영되다가 2008년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 교통
ㆍ재해ㆍ인구 영향평가를 삭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대폭 강화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해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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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항목 및 그 범위 등을 정하여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
가계획서를 작성하고 주민의견수렴등을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다음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이 작은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에서 규정된 사업인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화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에서 결정된 평가항목ㆍ범위 및 의견수렴이 환경영향평가계획서의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사전환경성검토는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입지의 타당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여부,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계획 초기단계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환
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2000년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등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성을 고려토록 함으로
써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개선하기 힘든 상위 기본계획에서의 입지의 타당성, 주변환경과의 조화여부 등을 검토하고
환경친화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한다.
교통·재해ㆍ인구 영향평가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시행되었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
가는 평가제도간 상호 중복문제 등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시행되면서 다음과 같이 변경ㆍ대체ㆍ폐기
되었다.
교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으로 변경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에서 운영 중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
인구영향평가 → 완전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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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178. 환지(換地)

환지란 예전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 대상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
타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 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환지란 예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2000.8.3 폐지)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시 정리 전의 택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후 소유주에게 재배분하는 택지 혹은 이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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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수단으로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시 적용되고 있다.
환지방식의 사업은 주로 다음의 경우에 시행한다.
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그 밖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
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지정권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
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면적이 넓은 토지는 그 면적을 줄여서 환지
를 정할 수도 있다.

도시개발법, 동법 시행령

입체환지, 도시개발사업

179.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
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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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민간자본에 의한 민간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에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
로 일정기간동안(10~30년)의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게 되며 민간사업자는 관리운영권의 행사의 방법으로 약
정기간동안 국가 지자체에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임대하여,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게 되
므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종전의 도로 등 교통시설위주로 이루어지던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이 직접 이용료 수익을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BTO (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을 주로 이용해 왔으나, 민간투자사업 대
상이 수익에 취약한 교육·복지·문화 등 생활기반시설분야까지 확대되면서 BTL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 활발
해지는 추세이다.
BTL 방식의 시설 및 부대사업의 운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일정 기간동안 적정 수익률에 의해 산정된 임대료에
유지관리비용을 더한 금액에 부대사업수익을 제외한 만큼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지급액(민간 위탁운영의 경우) = 관리운영권의 임대료 - 부대사업수익 + 시설 유지관리비용
이러한 BTL사업은 적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만큼 정부 주도에 의해서만 시행된다. BTL방식을 통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교육·복지·문화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재정부담을 최
소화 하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살려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의 입장에서는 적정수익률을 보장 받음으로써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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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BTO(Build-Transfer-Operate,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권은 정부나 지자체로 양도한 채 일정기간동안 민간이 직접 운영하여 사용자 이용
료로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

BTO(Build-Transfer-Operate)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
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
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담을 경감하고 민간에 의한 창의
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1999년 「민자유치특례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1998년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외국자본의 투자도 유
도하고 있다.
BTO 방식은 주로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등 운영에 따른 충분한 사용료수익으로 투자금 회수가 예
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정부의 민간투자사업계획에 의한 정부주도의 시행은 물론 민간제안방식
으로도 시행 가능하다.
BTO 방식의 민간투자자는 준공 후 약정된 시설관리 운영기간동안 시설사용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징수
하여 수익을 올리고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므로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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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BTO 방식을 수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수요자 예측이 중요하며 투자에 대
한 위험부담이 크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BTO 방식의 사업이 어려운 공공시설사업(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부
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투자사업)은 주로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보장해주는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에 의해 시행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 BTO, BOT, BOO, BTL

- 285 -

181.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대중교통지향형 개발)

대중교통과 토지이용을 상호 연계하여 대중교통중심의 고밀개발을 유도하는 도시개발방식

TOD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의 건축가 Peter Calthorpe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개인승용차 의존적인
도시에서 탈피하여 대중교통이용에 역점을 둔 도시개발 방식이다.
도심지역을 대중교통체계가 잘 정비된 대중교통지향형 복합용도의 고밀지역으로 정비하고, 외곽지역은 저
밀도의 개발과 자연생태지역의 보전을 추구한다.

대중교통지향형 개발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체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의
이용 자체의 편리성과 함께 더 나아가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도시생활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대중교통지향형 개발의 구체적 방법론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전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거장을 중심으로 한
도보접근 가능지역(반경 400~800m)에 중심상업지역을 배치하여 업무·주거·여가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혼합한다.
2. 업무시설의 주차장 용량 및 방사형 도로확장 등을 제한함으로써 개인승용차 교통량을 억제하고 교
외 환승가능한 곳에 주차장 공급을 유도한다.
3. 정거장 주변의 고밀개발지에는 보행자위주의 교통시설을 건설하고 환승과 접근이 용이한 이동시스템
을 구축하여 보행성과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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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는 도심지의 고밀개발을 지향한다는 관점에서 콤팩트시티, 신도시주의, 스마트 성장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콤팩트시티, 신도시주의(뉴어버니즘), 스마트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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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 계 획 일 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1. 도시계획의 체계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해 가며 이를 시행하려는 일련
의 과정을 말합니다. 또한 도시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사
전에 바람직한 형태를 미리 상정해 두고 이에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
계획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토계획법 제1조에 따른면 ‘공공복리의 증진
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시계획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은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체계상 어느 위치에 해당될까요?

우리나라의 국토공간계획 체계는 “국토 및 지역계획 ― 도시계획 ― 개별건축계획”의 3단계로 나뉘며 도
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 및 지역계획과 하위계획인 개별건축계획을 연결하는 중간단계에 해당하게 됩니
다. 즉, 도시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계획 또는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방침을 수용하고 하위계획인 개별건축
계획의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은 다시 적용대상 범위와 성격에 따라 광역도시
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으로 구분됩니다.
도시계획의 수립은 먼저 둘 이상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
는 광역계획권에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도
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합니다. 그 후 도시기본계획의 각 단계별로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을 거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란, 인접한 2이상의 시·도(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의 위계상 최상위 계획으로,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20년 내외를 기준으로 수립되는 장기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의 범위와 기능이 외연적으로 확산되고 연
담화 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하나의 계획권으로 묶어 효율적
으로 관리함으로써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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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접한 도시간의 기능을 상호 연계하 고광역적인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광역계획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그밖에는

시

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하게 되며, 해당 계획에 대한 수립권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
로부터 의견을 듣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는 그 내용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
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절차 검토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 및 중앙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승인하게 됩니다. 이후 시·도지사는 결정된
내용을 공고하고 30일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됩니다.
2008년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 - 인천 - 경기도 지역을 광역계획권으로 하
는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비롯하여 2020부산권광역도시계획, 2020대전
권광역도시계획, 2020대구권광역도시계획, 2020광주권광역도시계획, 2025
광양만권광역도시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2007년 수립된 2020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
분담에 관한 사항,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에 관한사항, 광역시설의 배치·
규모·설치에 관한사항, 경관계획에 관한사항,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에 관
한사항, 문화·여가공간 및 방재에 관한사항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주민생활환경
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종합계획이며, 도시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지표와 토지의 개발 및 보전, 기
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관리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입니다.
따라서 당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도시 내에서 다른 법률에 의한 환경, 교통, 수도, 하수도, 주택 등
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되게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에
도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202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1) 계획의 기조
2) 공간구조구상 및 생활권 설정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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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 및 경관에 관한 사항
6)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7) 주택·재개발·재건축등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한 사항
8)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9)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10) 단계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

서울특별시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 도시의 전반적인 부분
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다음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지역주민
과 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며,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한
의견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도시기본계획 수립내용은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도시계획
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면, 국토해양부 장
관은 절차 검토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득하여 승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계획의 보
완 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이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도시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법
정 도시계획으로서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하여 단계적
으로 집행토록 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목표년도는 계획수립 기준년도로부터 장래 10년
을 기준으로 하며, 연도의 끝자리는 0년 또는 5년으로 하게 됩니다.
도시의 급격한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재검토하고 목표년도는 도시기본계획의 재검토 시점으로부터 장래 10년으로 합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시·군 행정의 바탕이 되는 주요 지표와 토지의 개발·보전,
기반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도시 관리전략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행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도시관리계
획은 시·군의 제반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
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시민 개개인에 대한 법적인 구속력
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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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지형도면고시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작성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를 민원으로 발급받거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을 열람하여 개별토지에 대
한 각종 법적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도시기본계획과 유사하며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도시관리계획에서는 14일간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
람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해 관계
인등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면 타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반
영하게 됩니다.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이후 토지의 이용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시장ㆍ군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와 동시 또는 2년 이내에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축척1/500~1/1,500)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표시하여 지형도면 고시를 하게 되고 이때 도시관리
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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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공간계획의 체계와 해당 법

우리나라 국토공간계획체계는 공간적 범위에 따라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국토전역 또는 일정지역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국토
및 지역계획, 시·군단위 또는 개별사업구역을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 및 단지계획, 그리고 개별건축물
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건축계획이 그것입니다.

국토 및 지역계획은 국토를 이용·개발 및 보전함에 있어서 미래의 경제적·사회적 변동에 대응하여 국토가
지향하여야 할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국토 및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법으로는 「국토기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이 있습니다.
「국토기본법」(2002. 2. 4 제정)은 국토전반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이
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21세기에 전개될 세계화, 지방화 및 지식정보화에 적극
대응하고, 과거 국토개발과정에서 야기된 환경훼손과 지역간 불균형 등 국토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국토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의 기본이념으로 국토에 관한 계획과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 및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토계획으로는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이 있으
며, 이 중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계획의 최상위계획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모든
계획에 우선 됩니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종합계획의 기본이 되며,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주택계획 등의
부문별계획과 광역권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의 지역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으로 국토
해양부장관이 수립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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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재에 관한 사항
9)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이 국토종합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
고,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공고하
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20년을 목표년도로 하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약동하
는 통합국토’의 실현을 계획기조로 하여 상생하는 균형국토, 경쟁력 있는 개방국토, 살기 좋은 복지국토,
지속가능한 녹색국토, 번영하는 통일국토 등 5대 기본목표를 중심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종합계획은 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해당 도지사가 수립하게 됩니다. 도지사가 도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도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
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종합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국토정책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역계획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중앙행정기
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에 따라 수립하게 됩니다. 지역계획에는 수도권정비계획, 광역권개
발계획, 특정지역개발계획,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등이 있으며 개별 관계법률에 의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부문별 계획은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특정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써 국토종합
계획과 상호연계 되어 수립됩니다. 부문별 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시 수립하게 되며, 계획 수립
시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하게 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은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수도권정비의 기본방
향, 인구 및 산업의 배치, 권역의 구분 및 정비, 인구집중 유발시설 및 개발사업의 관리, 수도권의 환경보
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의 근거법인 「수도권정비계획법」(1982.12제정)에서는 권역
내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와 과밀화 방지를 위해 수도권전체를 과밀억
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
정비전략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의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서울시 및 인천시,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등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 도시
들이 해당됩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서울시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 업무용 건
축물이나 복합용 건축물등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억
제를 위한 과밀부담금이 부과되며, 그 외의 지역에도 공장 및 학교시설을
입지하고자 할때에는 총량규제로 제한되게 됩니다.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말하며,
2005년 말 현재 면적 11,730㎢(전국토의 12%)에 인구 2,378만명(전국인구의 48%)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의 중심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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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
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양주시 등이 해당되며, 이들 지역 역시
인구집중유발시설 및 산업의 입지는 제한되게 됩니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한 지
역으로서 남양주시 일부와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가평군
등이 해당되며, 이들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및 관광지
의 조성이 제한되고 팔당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및 단지개발을 위한 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이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4.2.4 제정)은 우리나라 모든 도시계획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광
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계획,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계획수
립 절차 및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2000.1.28 제정)은 도시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 민간의 다양
한 도시개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도시 내에서 주거,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등 복
합적 기능을 가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적용하는 법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2.12.30 제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 불량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
이고자 제정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등에 관
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12.30 제정)은 낙후된 기존시가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의 확충을 위하여 광역적인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균형있는 발전
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과 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법으로는 「건축법」이 있으며, 건축법에서는 개별 필지단위의 건축행
위에 관한 모든 법적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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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경관·산업·안전·보건·후
생·정보통신·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의 계획내용에 의해 주민들의 사적 토
지이용 즉, 건축행위 시 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과 도시계획시설의 저촉여부에 직접적인 적용을 받게 되
는 법정계획으로서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3)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4)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
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가지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주거지역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되며, 다시 주택의 형태
및 층고 등에 의하여 1종, 2종 및 3종으로 구분됩니다.
상업지역은 지역의 기능에 따라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되며, 공업지역은 전
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지역으로 세분됩니다.
녹지지역도 그 용도에 따라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등에 있어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거나 장래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조정ㆍ관리하는 역할을 담당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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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에는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
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 총 10개의 분류로 구분 되어 있으며,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
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4개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이란,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리적 시설로서 도시
전체의 발전 및 여타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하게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반시설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
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 총 7개 유형에 53종의 시설이 있으며, 이중 도
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사업이 시행되게 되며, 만
일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당해 도시계획시
설부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관할 지자체에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
구제도)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20년이 지나도록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지난 다음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단,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을 기준
일로 효력이 상실됨.)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각각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단지개발
사업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지역내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증진 및 미관
개선을 통한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1종과 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 내에서는 대체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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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하게 되고,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시가지내 용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
지구 등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
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는 우선 해당 지자체에서 기초조사 후 도시관리계획(안)이 작성되면 주민공람을
통하여 입안하게 됩니다.
주민공람은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과 당해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함으로써 주민의견을 수렴합니다. 또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관
련부서 협의 및 필요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입안했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반주민에게 공고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와

동시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축척

1/500~1/1,500)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표시하여 지형도면고시를 해야 하며
이때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년 이내
에 지형도면 고시하도록 함)
주민들은 지형도면고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민원
서류로 발급받아 개별토지에 대한 각종 법적 규제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
다.
도시관리계획은 필요에 따라 주민들이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주민제안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에 의하면 주민은 다음 2가지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지자체)에게 도
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주민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경우 일정양식의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제출해야 합니
다. 주민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구청장은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관리계획으
로의 입안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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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을 받은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
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4.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내 일부지역
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
되도록 하는 중간단계의 계획으로서 평면적 토지이용계
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해진 내용대로 건축 행위가 이
루어지므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의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까지 미
쳐 시·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10년 내외의 걸쳐 나타날 시·군의 성
장·발전 등의 여건변화와 미래모습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구
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은 도시지역의 기존시가지내 용도지구 및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등 양호한 환경의 확보 및 기능∙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
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는 크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두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단계에서 대상지에 대한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안)을 작성합니다. 작성된 구역지정(안)에 대하여 당해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
간신문과 당해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이상 일반에게 열람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듣고, 자
치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구청장이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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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이 완료되면 구청장은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다
시 주민의견 청취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 후 시 도시계획위원
회 심의를 받게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경관계획등의 사
항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하는(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를 받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안)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시장은 지구단위계
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 후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송부하며, 구청장
은 일반에게 열람하게 됩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은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주
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 농공단지, 관광특구 등이 있으며, 지
구단위계획의 수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계획
5)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7) 교통처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역시 도시관리계획과 마찬가지로 주민제안이 가능하며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토지소유자의 2/3이상 동의(구역내 국·공유지 사전협의)
2)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이 전제 되어야 한다.
주민제안의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입안
을 제안하면, 구청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의 입안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대한 입안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입안을 통보받은 제안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안)을 작성하여 자치구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신청을 하게 되며, 자치구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리를 하게 됩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대지 중 일부를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
우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법정 건폐율의 150%이내, 용적률 200%이내에서 건축밀도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 제6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나 공개공간을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정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건축밀도를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공동개발 및 합
벽건축 등 지자체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경우 행위제한을 완화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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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인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특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으로는 대규모 쇼핑단지나 터미널, 전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일반화되기 어려
운 특수기능의 건축시설과 같이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축물과 다양한 용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현
상설계 등에 의한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기간 시일의 소요가 예상되는 지역이거나,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2필지 이상의 공동개발 등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구로본동 598의 14 일대 구로역 앞 사거리를 특별계
획구역으로 지정해 구로역세권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경인로변에 상업‧업무‧문화 복합용도의 건물이 지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안이 나올 때까지 시행이 유보되
며, 추후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상세계획안이 나오면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와 동일한 행정절차를 거쳐 도
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특별계획구역은 획일적 규제에서 탈피하여 창의성, 융통성을 발휘한 복합용도의 개발이 가능하며, 지자체
의 세수입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토지소유주가 여러 명일 경우 대규모 동시개발이 곤란하다는
점과 협의기간이 길어질 경우 개발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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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계획사업의 포괄적 설명

도시계획사업의 일반적 정의는 도시생활에 필요한 교통, 주택, 위생,
행정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공공의 안정을 유지하
도록 능률적, 효과적으로 공간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적 정
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서는 도시관
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총 7개 유형 53종의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의 경우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구립도서관, 민간이 설치한 도서관 등 많은 종류가 있
으며, 이들 모두는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도서관이란 이들 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만 지칭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기반시설의 종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 분

시 설 명

교통시설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삭도,운하,자동차 및 건설
기계검사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11개)
공간시설
(5개)
유통·공급시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9개)

유통업무설비,수도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방송·통
신시설,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공공·문화·체육시설
(10개)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연구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도서
관,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

방재시설
(8개)
보건위생시설
(6개)
환경기초 시설
(4개)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도축장,장례식장,종합의료시설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체는 관할시장·구청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할 수 있
으며, 국가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경비는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청이나 구청 또는 공공시설 관리자가 일부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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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는 시장이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면 구청장이 실제 사업을 시행
할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
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 등이 명기된 실시계획서류를 작성하여 일간신문에 20일간
일반 주민들에게 공개 열람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에 대한 불만이나 요구사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시행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당해 도시
계획시설부지에 대한 토지를 수용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과 더불어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법」 제2조 1
항 제2호에서는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
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법」 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계획으로 인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이 지속되면서 인구 및 산업이 도시에
집중됨에 따라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주택지 및 공장용지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기존의 「도시계
획법」(1962.)에 의한 각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는 신속하게 대지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주택지 및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1971. 現주택법), 「택지
개발촉진법」(1980.),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73. 現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70년대
이후에는 이들 법률에 의해 주택지 및 산업단지 등이 조성·공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과 같은 개별법은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법으로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
는 도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 및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간에도
조성목적이 중복되고 시행절차의 미비 등으로 원활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개발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다가 2000년 7월에 「도시계획
법」의 전면개정과 함께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사업부문(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하여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의 제정으로, 주택 및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유통·관광휴양·역사·문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불어 민간에게도 도시개발사업에의 참여기
회를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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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
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 제정 배경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7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졌으나 당시 제도는 각각 개별법에 의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그리고 주거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유사한 정비사업 임에도 3개의 서로 다른 법령에 의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각 사업간 상호 연계성과 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추진되어 도시교통이나 미관 등 많은 도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따라서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 ‘선계획 - 후개발’원
칙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 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3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선계획 - 후개발’ 원칙과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
록 하여 종합적 도시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
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
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
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
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외의 주택개발사업으로는 기성시가지
의 광역적 개발을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재정비촉진사업, 대규모 택지공급을 위한 「택
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공급을 위한 「주택법」의 주택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05.12. 30 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노
후된 기성시가지의 재개발과 신시가지개발과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시가지에 대한 소규모의 단
위개발을 지양하고 광역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체계적 - 계획적 개발로써 기반시설의 확보 및 쾌적한 도
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택지개발사업은 ‘70 ~ ‘80년대 도시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시급한 택지의 확보를 통한 대량주택공급을
목표로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1980.12.30 제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과 복
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2003.5.29 제정)을 근거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
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주택을 효율적으로 공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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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으로서 「도시개발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정(2000.) 이전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 목적의 개발방
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택단지로만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자족기능이 없는 베드타운이 되어서 낮에는 활력이 없는 도시
가 되고, 산업단지로만 개발하였을 경우에는 밤에는 슬럼화 되며, 삭막한 도시가 되는 등 단일 목적으로
개발된 도시는 사람의 다양한 활동과 생활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도시
개발은 여러 가지 목적을 부여하여 복합
기능을 담는 도시개발방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시의 개발에 있어서 복합적 기능
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종전의 도시계획사업과 토
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합 보완하여 도시개
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2000년에 「도시
개발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도
입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절차는 크게 구역지정단계, 실시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 307 -

도시개발구역지정단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 도시개발구역 지정 -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기준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밖
으로 구분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지정대상구역의 면적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서는 1만㎡ 이상, 공업지역에서는 3만㎡
이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만㎡ 이상일 경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지역(시가화예정용지 등)으로 계획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도시개발구역에 포함시키고자 할 때에는 일부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일단의 구역면적이 30만㎡ 이상 되어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상위계획에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소규모 개발로 도시지
역외의 보전지역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대규모로 개발함으로써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
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청취 및 구도
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일정 요건의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이상일 경우 구역지정 요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
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는 정부투자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구역 내 2/3 이상 토지 소유자동의), 민간법인(국토해양부장관이 일정요
건을 갖추어 인정한 건설업자)등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구역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고시
구청장으로부터 구역지정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이상일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 구역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합니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하
게 됩니다.
이때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이 도시지역이 아닐 경우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며, 동시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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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단계는 사업시행자지정 - 실시계획작성 - 실시계획인가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사업시행자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지정하며, 정부투자기관(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
사 등),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구역내 2/3 이상 토지 소유자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조합), 민간법인(건설교통부장관이 일정요건을 갖추어 인정한 건설업자)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
습니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항만 · 철도등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 매립업무를 국가 ·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
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기초조사 · 토지매수 및 보상업무 · 이주대책 등을 관
할 구청장이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도
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조합의 설립
도시개발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조합을 설
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7인 이상이 일정요건의 정관을 작성하여 도시개
발구역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시 당해 도시개발구역안 국공유지를 포함한 토지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요건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
아야 합니다. 토지소유자가 동의하거나 동의를 철회하는 때에는 일정요건의 양식을 갖춘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람공고일 후에 토지를 공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유하기 전
의 토지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소유자의 수를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의 수는 토지소
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가신청을 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자는 동의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실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 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등의 일정
요건의 내용을 갖춘 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
이 속한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구청장은 이를 일반
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
실시계획의 고시 내용 중 도시관리계획 관련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게 되며,
사업과 관련된 해당 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된 때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주택법」에 의한 사업
계획승인 등 30여가지의 관련 법률상의 인허가가 의제처리 됩니다.
관련 법률의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 내용에 인허가
의제 관련 법률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합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히 농지전용허가의 경우 실시계획인가보다 먼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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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제출 시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지정 시 농지
전용허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사용방식과 환지방식, 그리고 이를 혼합한 혼용방식 등 3가지가 있습니
다.
▷ 수용ㆍ사용방식
수용ㆍ사용방식은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
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를 수용 또
는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
업 방식입니다.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토지면적의 2/3이
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야 사업시행이 가능 합니다.
- 토지수용권 부여
사업시행자가 위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하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며,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 토지상환채권 발행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
축물로 상환하는 채권(토지상환채권)으로 지급 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 이주대책 수립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토지를 시행자에게 제공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및 선수금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조성토지 공
급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성토지 매매가격의 전부 또는 일부
를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환지방식
환지방식이란 사업시행전에 존재하던 토지 소유권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각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의
이용상황 및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후의 새로이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
합니다.
- 환지계획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환지계획을 작성한 다음, 조성토지의 공
급가격에 대하여 공인평가기관에게 평가를 받고,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환지계획의 인가 신청
사업시행자는 작성된 환지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소유자 등에게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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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합니다. 공람시 환지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간내에 의견
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60일 이내에 검토하여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
에는 환지계획에 반영하게 됩니다.

- 환지처분
사업시행자는 환지방식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
고 공사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합니다.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서를 제출받은 시행자는 공사결과와 실
시계획내용과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등기촉탁신청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공고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통지하고 토지
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산금의 징수·교부
청산금이란 환지에 있어서 토지의 이용상황·환경·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불균형이 있을 때에
이익이 되는 쪽과 불이익이 되는 쪽의 그 차액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후
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합니다. 청산금은 일정요건에 따라 이자를 붙여 분할 징
수하거나 분할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준공검사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당해 공사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
를 확인합니다. 준공검사자가 확인결과 실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되었다면 준공검사필증을 작성
교부하고 공사완료 공고 후, 해당 구청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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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97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
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종전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과 「주택건설촉진법」
에 의한 '재건축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각
각 개별법으로 운영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함으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
일 · 통합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개발중심의 논리에서 탈피하여 도시공간의 재생과 도시기능의 회복으로 전환되
고 있으며, 개별사업단위 중심에서 광역단위 정비사업으로 이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라 향후 바람직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 모색과 공공의 역할 정립이 요구되면서 선계
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도시관리 및 정비를 도모하고자 2003년에 새롭게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노후불량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
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말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다른 사업과 달리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지개량방식과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현지개량방식은 주택밀도가 낮고
주민 재산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여 자력으로 주택개량이 가능한 구역에서 도시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
은 시장(구청장)이 설치하고, 주택개량은 주민이 자력으로 건축하는 방식입니다.
공동주택건설방식은 주택밀도가 높고 저지대 상습침수, 산사태, 화재 등 집단재해가 우려되며 주민 자력개
발을 기대할 수 없는 구역에서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의 사업시행자가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전면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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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하수도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
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
거나, 환지(불규칙한 토지를 공공시설의 배치에 맞추어 정비한 후 되돌려 주는 토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으며, 주택재개발 사업은 토지소유자 등의 조합이 시행하거나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할
수 있으며, 공동사업시행시 조합원 1/2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처럼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주택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등을 얻어 건설한 아파트, 연립주택 중 노후·불량건
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 역시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며, 필요시 지자체 또는 주택공사 등과 공동시행이 가능합니
다.(공동시행 시 조합원 1/2이상 동의 필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이하 사업계획승인 등)를 얻어 건설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중 노후
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인 것.(다만, 지형여건 및 주변 환경으로 보아 사업 시행 상 불가피한 경
우에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아닌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음)
2)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미만으로서 20세대 이상으로 재건축하고자 하는 것.(이 경우 사업계획승인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는 인접대지의 세대수를 포함하지 않음)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공공시설의 정비를 통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환지
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며 지자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과 공
동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공동시행 시 조합원 1/2이상 동의 필요)
이러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정의 및 규모, 구역지정 요건의 차이점을 간략히 정리
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
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고 노후·불량건축물이
서 정비 기반시설이 극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
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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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
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
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
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
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
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
규모

구역
적용
기준

-

1만㎡ 이상
(심의시 5천㎡이상가능)

1만㎡ 이상

-

◦호수밀도가 80이상인 ◦주택재개발구역은 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 적이 1만㎡(심의하여
고자 하는 경우 다음
에 따라 토지가 대지
하는 지역
인정하는 경우에는 5 에 1에 해당하는 지역 로서의 효용을 다할
천㎡)이상으로서 다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
수 없게 되거나 과소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음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로 되어 도시의
가 60% 이상인 지역
되어 붕괴 그 밖의 안
기준 중 2가지 이상 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
-주택접도율 20%이하인 에 해당하는 지역
게 될 우려가 있는 지
지역
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역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가 60% 이상인 지역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 ◦건축물이 노후·불량하
다할 수 없는 과소필
여 그 기능을 다할
속히 정비사업을 추진
지, 부정형 또는 세장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수 없거나 건축물이
형필지 수가 50% 이상 다할 수 없는 과소필 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
지, 부정형 또는 세장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인 지역
형필지 수가 50% 이상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 어 그 구역안의 토지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 인 지역
의 합리적인 이용과
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
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
려되는 지역으로서 신 -상습침수지역·재해위험 가 300세대 이상이거
기 곤란한 지역
속히 사업시행이 필요 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 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인구·산업 등이 과도
려되는 지역으로서 신 ㎡ 이상인 지역
한 지역
속히 사업시행이 필요 -3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
한 지역
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 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주택접도율이 30% 이 으로서 안전진단 실시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하인 지역
결과 3분의 2 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 ◦당해 지역안의 최저고
-호수밀도가 60이상인
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 도지구의 토지(정비기
지역
반시설용지를 제외한
◦단독주택 200호이상
다)면적이 전체토지면
또는 1만㎡이상인 지
적의 50%를 초과하
역으로 다음에 해당
고, 그 최저고도에 미
하는 지역
달하는 건축물이 당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가 2/3 이상 이거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2이상인 지역
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
◦공장의 매연·소음 등
의 50% 이상으로서 준 으로 인접지역에 보건
공후 15년이상이 경과
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한 다세대 주택 및 다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가구 주택이 30%이상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인 지역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형
업종이나 공해발생정
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공
업지역

조합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자격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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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그 부속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지의 소유자
소유자, 지상권자
(사업에 동의한자)

정비사업의 절차는 크게 구역지정 및 계획단계와 시행단계, 완료단계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단계를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 1항에 의하면 시장은 매10년 단위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
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인구50만 이상 대도시는 의무사항)
이는 도시기능의 보존 및 회복, 정비 차원에서 정비구역별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
비사업을 방지하고, 적정한 밀도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은 시장이 계획안을 수립하여 주민공람(14일간)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와 관계행정기관과의 협
의를 거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승인ㆍ고시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토대로 관할 구청장은 대상구역에 대한 기초조사 후 정비
구역지정(안)을 작성하여 주민들에게 공람ㆍ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합니다.
구청장이 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시장은 관계기관 협의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구역지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순서를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행단계로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정비구역 내 토지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신
청, 개략적인 정비사업계획서의 작성 등 조합설립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후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일정요건의 정관을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고 법인을 등기하면 조합이 설립됩니다.
이때 토지소유자 동의요건은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4이상 동의
를 받아야 하며,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기존 주택단지 내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2/3이상
동의와 주택단지 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구청장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신
청합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신청받은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쳐 일반인에게 공람공고를 합니다.
이후 관할 구청장이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게 됩니다.
관리처분인가는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받습
니다. 이후 자산(주택, 토지 등)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
은 후 해당 구청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은 해당 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인가하고, 지자체 공보에 고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관리처분계
획 인가가 나면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철거 및 이주 후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완료단계인 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단계입니다.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시행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준공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관할 구청의 준공검사자는 사업시행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공사의 완료
를 당해 지자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후에 사업시행자는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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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이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
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이전 이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청산등기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및 청산 등기 후 당해 조합은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청산인(당해 조합의 조합
장)을 선임하고 구청장에게 조합해산을 신고하면 해산등기(조합)가 되어 사업이 완료 됩니다.

8.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존 시가지내 낙후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
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해 일정규모이상 광역적으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시장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을 말합니다.

종래 기성 시가지에 대한 개발방식은 민간주도의 소규모 단위개발 사업방식으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충
분한 고려없이 수익성을 강조하는 주택공급만을 중심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및 도시경
관 왜곡 등 난개발을 초래하였으며, 기존의 소규모 단위개발 방식으로는 여러 기능이 복합된 불량 시가지
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비가 불가능하고 광의적 도시환경 측면에서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게 되었습니
다.
이에 재정비촉진사업을 도입하여 단순한 도시구조의 정비, 개선뿐만 아니라 기성시가지에 대한 계획적·체
계적 정비 및 광역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하여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인간중심의 커뮤
니티를 조성하고 도시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후화된 기성시가지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하여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광역적 기반
시설 확충 및 도시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크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의 3단계로 구분됩
니다. 먼저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야 하며 재정비 촉진지구에는
주거지형과 중심지형, 그리고 고밀복합형 이렇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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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형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지정하며
구역전체 면적이 50만㎡이상 되어야 지구지정이 가능합니다.
중심지형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구로서 전체 면적이 20만㎡이상 되어야 지구지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규모 이하
의 광역시 또는 시의 경우에는 그 면적을 1/2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밀복합형은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
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목적으로 지정하
는 지구로서, 면적은 10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절차는 재정비촉진사업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단계로서 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통해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위치·면적, 지정목적, 현황, 개발의 기본방향,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시행 중인 재정
비촉진사업 현황, 개략적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 등이 포함된 지구지정서
류를 작성하게 됩니다.
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에 대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주민의견을 듣고, 구의회의 의견
을 들은 후 그 내용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게 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상위계획은 '2020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10서울특별시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서울특별시의 공보에 고시하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이후 재정비촉진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지구 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면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
구내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한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설치 등에 관한 계획
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절차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안)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듣게 되며 주민 및 관계전문가를 초청하
여 재정비촉진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한 후 서울특별시장에게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신청합니다.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후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이를 결정 하고 서울시 공보에 고시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 지
정 고시 후 2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시 1년 연장가능) 기한이 지나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은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
시환경정비사업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
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등 개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이 시
행됩니다.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내 일단의 기반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총괄사업관리자
(SH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로 하여금 민간투자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면 다양한 혜택이 부여됩니다. 먼저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로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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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및 용적률, 층수 등이 완
화적용되며, 중심지형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학교시설 설치기준(학교부지 기준면적 1/2완화) 및 주차장 설
치기준(건축물 부설 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의 완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로서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주택재개발사업시행시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의무건설 비율을 당초 8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해 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90%이
상에서 80%이상으로 완화적용해 줍니다.
이외에도 지방세의 감면, 과밀부담금의 미부과 등 세제 지원과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학교설치계획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국가 등이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및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환수를 살펴보면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당해 재정비촉진사업으
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으며,
서울시 조례의 경우 50% 이상으로 규정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간 생활격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강북 등 낙후지역에 고품격의 주거환경과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 등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시
민 통합을 이루어 내어 지역간의 생활격차를 해소할 것입니다.
강북의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 악화가 강남 수요를 증가시킴으
로써 부동산 가격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쾌적한 주거환
경을 갖춘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하여 지역간 주택수준의 격차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여 주택문제를 해소할 것입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지구에 우수학교를 유치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
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 것입니다. 또한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간개발업자의 수익성 위주의 소규모 구역단위 개발로 인해 상호연계성이
저하되고 기반시설 부족, 도시경관의 왜곡 등 사실상 치유가 곤란한 난개발이 지속되어 오던 것을 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318 -

9.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이란 도시지역의 주택가격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낙후된 미개발지역을 선정, 개발함으로써 저렴한 택지를 대량으로 조성 공급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양한 복합기능의 도입을 목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과 비교하여 택지개발사업은 저렴한 택지를 대량으로
조성하는 것이 주목적인 사업입니다.
예전에는 택지개발사업은 지구지정 단계와 개발계획 단계가 분리되어 있고 도시개발사업은 통합되어 있는
등 서로 사업방식의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서로의 장단점이 보완되어 유사한 사업절차를 가지고 있습
니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주택지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법으로는 택지수요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1966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제
정하여 '80년대 초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택지를 공급해 왔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주로 필지를 정형
화하고 최소한의 기반시설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였으므로 대규모 신시가지나 신도시개발에는 적합하지 않
았습니다.
제5공화국 정부당시 주택공급의 불균형과 부동산 투기과열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해 500만호
주택건설에 필요한 대규모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법을
근거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크게 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의 3단계로 추진됩
니다. (다음페이지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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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은 택지개발지구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단계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법」
제11조 1항에 의하여 수립하는 택지수급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지는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
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주민공
람 및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 심의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또한 국가ㆍ지자체, 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택지개발계획을 포함한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제안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예정지구 지정 대
상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이때 해당지구와 관련이 있는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국토해
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면 국가ㆍ지자체,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및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업자 등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
제 됩니다.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절차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시행자는 택지개발
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제출서류에는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시행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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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전 까지 환경ㆍ교통ㆍ재해 및 인구영향평가와 에너지사용계획
에 대한 협의 및 심의 등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시행자의 성명, 사업
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 등의 세목 등을 포함하여 고시한 후 시행자 및 구청장에게 통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단계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택지를 매입한
후 공사착공을 위한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준공검사
를 받아야 하며, 구청장은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포함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
로 관리하게 됩니다.

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는 모두 수용되지만 비교적 개발억제 또는 개발유보된 녹지지역 등 낙후지역을 대
상지로 선정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때문에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며 인접지역
도 이의 영향을 받아 개발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영향권을 감안하여 주요 간선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 지하철건설, 학교, 공원, 종합병원, 사회
복지시설 등 도시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을 적정 규모로 확보함으로써 단순히 주택들만 들어서는 도시가 아
니라 상업, 업무, 교육, 문화 등의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생활권을 형성, 자족적인 도시로 개발하여 주민편
익을 도모하게 됩니다. 주택도 소·중·대형을 단지내에 고루 배치하여 다양한 소득계층이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게 되며,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택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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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개발행위절차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 있고
각종 계획과의 상충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
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개발행위허가제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
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도시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 것입니다.

종래의 「도시계획법」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토지의 형
질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행위제한이 있었으나, 허가대상이
포괄적이고 허가기준이 모호하여 자주 민원이 발생했습니
다. 이에 2000년에 「도시계획법」을 전면개정 할 때 '토지형
질변경'에 대한 행위허가 제도를 ‘개발행위허가'제도로 전환
함으로써 허가대상을 명확히 하고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허가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제는 2002년 제정된 통합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계승되어 종전에는 도시지역
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비도시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전 국토에 개발행위허가제를 정착시켜 국토의 난개발을 방
지토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등을 말하며, 개발행위허가
는 위와 같은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
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중에
개발행위가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해당 개발행위만을 보고 허가여
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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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구분]

일반적으로 중 ·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도
시계획사업을 제외한 소규모 개발행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녹지지역관리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치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의 매립을 말합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규모는 도시관리계획 상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녹지지역 중 자연녹
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에 위치해 있을 경우에는 면적이 1만㎡미만이어야 하고,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
역에서는 3만㎡미만이어야 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5천㎡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규
모 이상의 토지형질변경과 3만㎡이상 토석의 채취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서 개발행위허가를 함으로써 허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해복구 및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나 「건축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행위, 그 외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및 하천구역 내 토석의 채취 등 경미한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
다.

첫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배되어선 안됩니다. 즉, 위에서 언급한 용도지역별 개발행
위의 규모에 대한 적합 여부, 건축제한 기준에 적합 여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합
니다.
둘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도시계획사업 예정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
여야 하며, 개발시기와 가설시설의 설치 등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셋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
수, 하천 · 호소 · 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해야 합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에 접수합니다.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와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설계도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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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신청을 접수한 담당부서에서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을 가지고 신청한
내용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허가신청 내용과 관련된 다른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듣습니다.
담당부서의 검토 및 관련부서의 협의의견이 취합되면 필요시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으로 구성
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신청의 허가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
에 관하여 당해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통보받은 사업시행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가 필요한 경우(허가권자가 사업계획서의
내용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조건부로 허가한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0%범위 안에서 이행보증금
(현금)을 예치하거나 이행보증서로 대체한 후에, 이행담보가 필요 없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통보받은
직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발행
위를 완료한 후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에 준공검사신청을 하여 허가권자의 준공검
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허가권자는 준공검사필증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관련된 대장이 정리됩니다.

개발행위허가시 조건부 허가가 있습니다. 이는 신청된 개발행위허가에 검토 및 심의시의 보완/수정사항에
대하여 받아들이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는 당해개발행위를 시행할 때 조건부허
가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조건부 허가사항은 신청된 개발행위의 공익상 적정 여부, 개발행위관련 이해관계인의 보호 여부, 주변의
환경·경관·교통 및 미관 등의 훼손여부,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및 보존 여부, 조경 및 재해예방 등의
조치 필요 여부, 관계 법령상 공공시설 확보여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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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건축허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며, 다
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다
중이용건축물일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
아야합니다. <「건축법」 제11조> 건축심의 대상인 경우에
는 건축심의를 받은 후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착수를 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건축신고의 경우에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경우 그 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다중이용건축물로 연면적 5천
㎡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천㎡ 이상인 분양건축물, 건축법령적용
의 완화 등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또는 허가권자가 필요에 의해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
5조 내지 제13조 참고>
건축위원회는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로 구분되어지며 지방
건축심의위원회는 다시 시 건축위원회와 구 건축위원회로 나누어집니
다.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
등이 요청한 사항, 국토해양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를 거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이며, 구 건축위원원회의
심의사항은 연면적합계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000㎡이
상 100,000㎡미만의 건축물에 한하며, 공동주택·오피스
텔의 경우에는 20세대이상의 건축물에 한합니다.
서울시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서
16층이상인 건축물로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
스텔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건축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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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는 건축계획심의신청서, 현장조사보고서, 위치도, 계획대지의 주변 현황, 건축개요, 건축도면(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등의 심의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
항 참고>

▷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 참고>
허가 대상

허가권자

- 건축 또는 대수선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건축신고)

시장·군수·구청장

- 21층이상
- 연면적 합계가 10만㎡이상(공장제외)

특별시장

- 연면적의 3/10이상의 증축으로 인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합

광역시장

계가 10만㎡이상 되는 증축 포함
▷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 참고>
행 위
증축, 개축, 재축

대 상

규 모

.

-바닥면적합계 85㎡이하
-연면적 200㎡미만,3층미만

건축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제외)

대수선

.

-연면적 200㎡ 미만, 3층 미만
-연면적합계 100㎡미만
-건축물의 높이 3m이하의 증축

-기타 소규모건축물

-표준설계도서에 의해 건축하는 건축물로
그 용도, 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

-공업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2층 이하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00㎡이하인 공장

-농업 또는 수산업을 위한 읍․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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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이하의 창고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 건축허가 신청서류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참고>
신청서류

표시사항

비고

토지등기부등본

대지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대지사용승낙서)

권리

건축계획서

-개요, 규모, 용도별 면적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등
-축척, 방위,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배치도

-대지의 종횡단면도
-건축선
-공개공지, 조경계획 등

평면도
입면도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방화구획 및 방화문위치 등
-2면 이상의 입면계획
-외부마감재료
-종·횡 단면도

단면도

-건축물의 높이
-각층 및 반자높이

시방서

-흙막이 공법 및 도면

건축설비도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환경설비 등

토지굴착 및
옹벽도

-지하매설구조물 현황
-단면상세
-옹벽구조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당해 대지에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 환경 또는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
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착수기간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건축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사항 중에서 건축주 변경 및 바닥면적의 합
계가 8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증축·개축에 대한 변경 등을 할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신고를 얻어야 하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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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는?
건축물 허가 및 신고 후에는 건축물의 시공이 가능하며 그 사전 준비로 건
축물 철거 및 멸실 신고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을 철
거하기 위해서는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철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후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
칙」에 따라 건축물대장 말소 정리 및 등기촉탁이 이루어집니다.

건축물 철거 및 멸실 후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건축법」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21조 및 동법시
행령 제14조 참고>
착공신고를 할 때에는 착공신고서, 착공관련 설계도서, 흙막이 구조도
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 설치 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주거
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는 경우, 비주거용 건축물로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 기타 다중이용시설로서 골프시설(9홀 이상),
스키장 및 자동차경주장 등의 체육시설,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 내 설
치되는 공원시설, 1㎞이상의 호안시설 등의 경우의 건축 공사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 관
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시 부여된 조건 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건축 관계
자 상호간의 계약이행여부, 제출되어야 할 서류의 첨부 여부 등을 검토
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관리기관에 토지굴착 공
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되며 착공신고필증 교부 후에는 공사를 착
공하고 건축허가 설계도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
면 설계변경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연면적 합계가 5000㎡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건축법」제25조에 따라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
를 하게 하여야 하며 공사 감리자는 공사일지를 작성하고, 공사의 공정이 일정 진도에 다다랐을 경우 (기
초공사시 철근배근 완료시,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시, 5층 이상 건축물일 경우 지상 5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등) 감리 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기관에 일괄 제출하여야합니다. <건축법 제25조 참고>
또한 공사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
는지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공계획·예정공정표를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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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는 감리용역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업무를 수행, 사업주체의 요청에 따라 특별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특별업무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추가되는 감리업무, 사업
주체의 요청에 의한 특허․노하우 등의 사용, 모형제작, 외부전문기술자의 자문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감리자는 방수·방음·단열시공의 적정성 확보, 시공 상의 안전관리, 건축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
력해야 합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당해 사업주

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주택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하여 등록말소·면허취소·자격정지· 영업정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에는 공사 완료 상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
여 「건축법」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에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참고>
사용승인신청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건축허가도서의 변경 시 설계변경사
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권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형식·요건, 건축허가 내용 이행여부 등을 검
토하여 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
를 교부하게 됩니다.
한편 동법 제22조 및 규칙 제17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하여 그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 방
화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대형건축물 등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시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임시사용승인
서를 교부하게 됩니다.<「건축법」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참고>

「건축법」 제22조에 의해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는 배치도, 각층의 평면도, 부설 주차장의 도면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사용승인에 관한 서류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공사완료 후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에 건축물 현황도와 현황 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권자는 신청내용과 실제현황이 일치하는지 여부, 건축법령에 의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건축
물대장에 등재하게 됩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록·취득세영
수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면 그 실제여부를 판단해 등기부상에 기입함으
로써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의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숙박시설 등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에 1회 정기점검과 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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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6조,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참고>

12.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수준이 열악한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주거안
정을 위해 소액의 자금으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
아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
하여 분양, 임대하는 주택(아파트)으로, 공공분양주
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이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자
를 대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
㎡이하로 건설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소액의 자금으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이며, 공공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
입자 또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건설 공급되며 5년의 임대기간 후 분양 전환할 수 있는 5년 공공임대주
택과 분양전환하지 않고 임대만 할 수 있는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
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공공주택의 종류

내 용

국민임대주택

-장기 공공임대주택재고량을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재
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장기간 임대(30년)하며, 분양전환 불가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하는 주택, 전용면적 85㎡이하의 규모

공공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의 대체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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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89년 국내최초시도
-전용 26.34㎡~42.68㎡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등에 공급
-전용면적85㎡이하의 규모로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민영주택

-국가·지자체·대한주택공사등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없이 공급
-전용면적 85㎡초과하는 주택

중·대형 임대주택(59㎡, 85㎡, 115㎡)을 중산층 및 실수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서울시(SH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한 주택을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변 전세
가격의 80%이하의 입주금으로 20년까지 장기거주를 보장하는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제도입니다.

사업시행 예정자는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해 토지가 아
파트 건설사업부지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
정하여야 합니다.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방법에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의
방법이 있으며 예정지구 조사를 통해 개발계획수립을 한
후 예정지구 및 시행자를 지정, 주민공람공고와 관계기관
협의, 지자체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
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택지·도시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택지공급 승인을 얻은 후에 택지를 공급, 사용할 수 있으
며 사업부지가 확보된 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
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정책
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및 국민주택·임대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연도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합니다.
사업주체는 이러한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여
야 하며 사업계획의 내용에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
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고, 주택건설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건축설계는 건축사가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가 현상공모에 의해 발주할 수 있습
니다. 응모된 작품은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최우수작에게 설
계권이 부여됩니다. <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참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설계가 완료되면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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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로 연면적 5천㎡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건축물, 미관지구 내 건축물, 「건
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3천㎡ 이상인 분양건축물, 건축법령 적용의 완화 등을 받고자 하는 건
축물 또는 허가권자가 필요에 의해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5조내지 제13조 참고>
그러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참고>
건축심의 시에는 건축계획심의신청서, 현장조사보고서, 위치도, 계획대지의 주변 현황, 건축개요, 건축도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등의 심의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호(세대)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10,000㎡이상의 대지조성을 하고자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
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1세대 당 규모가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
합한 경우(297㎡이하),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
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16조, 동법시
행령 제15조 및 제21조제1항 참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
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 시 사업계획승인 전에 「환경·교통·재해 등
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 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대상
사업인 경우 관련 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현황도, 배치도, 대지조성계획도, 조경도, 각 층
평면도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또는 등록업자가 동
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학교용지확보 협의, 실무종합심의, 유관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
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
경승인을 얻어야하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주택공급가격의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세대 당 공급면적 및 대지
지분에 관한 변경 등의 사업계획 변경을 할 수 없으나, 미리 입주예정자에게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시공하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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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주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참고>
그리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
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리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
하는지 여부의 확인,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 주택건설공사의 품질
시험의 실시 여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
해 종합·토목·건축·설비분양 감리전문회사를 책임감리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외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감리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책임감리자는 시공감리와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
행하는 것을 말하며 시공감리는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
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체는 공사에 착수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관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착
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
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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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다만, 사업계획승인조건의 미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
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법」 제29조 참고>
공공주택건설의 경우에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용검사권자는 국토해양
부장관이며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감리의견서,
공사확인서 등을 (임시)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사용검
사필증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
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완료하고 사용
검사를 받거나 또는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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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민영주택건설사업

주택건설사업 등록자 또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토지소유자, 조합 등 공
동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동주
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시행 예정자는 아파트를 건설할 토지의 토지이
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개별 법령을 검토하여 당
해 토지가 아파트 건설사업 부지로 적합한지 여부
를 검토하여 입지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지
역ㆍ직장주택조합 포함)는 등록업무를 위탁받은 기
관(대한주택건설협회)에 사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
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의 의미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
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
업을 시행하려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주택건설업 등록

- 연간20호,2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시행자
- 연간 대지조성 1만㎡이상 조성사업시행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주체
주택건설업 비등록

-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 지방공사
-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16층 이상으로 300세대 미만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심의도서와 심
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계획심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축심의 시에는 건축계획심의신청서, 현장조사보고서, 위치도, 계획대지의 주변 현황, 건축개요, 건축도면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등)등의 심의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면적 10,000㎡(기계실, 주차장, 전기실 및 공조실의 면적제외)이상인 공동주택은 「문화예술진흥법」
에 의해 미술장식품 심의를 받아야 하며 미술장식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와 설치계약서 사본, 작가경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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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도 건축연면적 95,000㎡ 이상인 경우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작성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교
통영향평가심의를 받아야하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라 통제ㆍ제한 보호구역내 건축가능여
부 및 행정관서 위탁지역내의 위탁범위를 초과하는 건축물 높이 가능여부 등에 관한 협의를 거쳐야 합니
다.

20호(세대)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10,000㎡이상의 대지조성을 하고자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으로 1세대 당 규모가 「주택법 시행령」 제2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297㎡이하),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
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건설사업 시 사업계획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인 경우 또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대상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자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
설의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주택건설사업 또는 등록업자가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
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내용과 절차는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건
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주택
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참고>
그리고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
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
하여야 하며, 감리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
부의 확인,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
부, 주택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의 실시 여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사에 착수
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설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공사감리
자 및 공사시공자가 그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과 당해주택이 건설되
는 대지의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여 분양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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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내용을
국민주택기금수탁자 및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전산관리지정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지역 주민이 널리 볼 수 있는 일
간신문, 관할 시·군·구 등의 홈페이지 또는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공고하여야 합니다. 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선정하고 그 입주자명단은 일간신문에 공
고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참고>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허가권자
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을 신청한 자에게 사용검사필증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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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역ᆞ직장조합주택건설사업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소형주택(당첨자 또는 이를 승계한 자
를 포함하되 주거전용면적 60㎡이하 1채에 한함) 소유자 20인 이상이 조합(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
합)을 결성하여 대지를 구입하고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
한 조합이며, 직장주택조합은 동일한 국가기관ㆍ지자체ㆍ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지역ㆍ직장조합주택의 장점으로는 주택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동호인,
동일직장 등 특수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지역, 거주기간 등 주택조합 가입요
건을 구비해야 하여 사업지체 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인 주택소유 여부에 대
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국토해양부의 주택전산망 검색에 의하되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시, 사업계획승인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
용승인시 반드시 주택전산망 검색을 실시하여 조합원 자
격을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택법시행령」 제 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2 및 제6조제3항 참고>
주택소유여부 판정시, 상속ㆍ유증 또는 주택소유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 때에는 사업주체로부터
주택전산망 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법」에 의한 조합원의 자격 중 세대주는 세대주를 포
함한 세대원으로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
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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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란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한 기능을 하며 주택건설사업 초기단계의 제반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주택조합이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단체로 지역주택조합, 직장
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하고자 하는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1/2이상이면서 20명이상으로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
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결원이 발생한 경우(사망, 조합원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조합원
추가모집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회수 제한 없이 추가모집을 하여 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모집승인과 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 결정 등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의제 시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 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승인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절차 및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중 주민의견청취,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사전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주택건설사
업의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
습니다.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직장주택조합으로서 조합주택의 건설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국민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
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조합설립 신고로 가능하며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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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변경하거나 조합을 해산할 때에도 신고로 가능합니다.
주택조합의 설립·변경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창립총회의 회의록, 조합규약,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조
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기
준·도시계획·토지이용계획과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가권자는 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주택조합인가 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택조합이 해산하거나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
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조합이 직접 주
택건설을 시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건설사
업을 진행할 시공능력이 있는 등록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조합과 등록
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 조합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사자간에
대지 및 주택의 사용·처분, 사업비부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합니
다. 등록사업자는 주택조합과 공동사업주체로서 동반자이며,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업자 선정은 사업의 안정적 진
행과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등록사업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규약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분양주택사업일 경우는 당해 대지면적의 80%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고자할 때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주택건설사업계획서,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
설의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제출되면 유
관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체
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
어야하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주택의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
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한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당해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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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는 공사에 착수할 경우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흙막이
구조도면(지하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관계도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착공신고필
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조합주택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수와 건립세대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분
양하고 남는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는 일반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분양세대가 20호 이상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얻어 일반분양을 하여야 하며 20호 미만일 경
우에는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
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감리의견서, 공사확인서 등을 (임
시)사용검사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
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사용검사필증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용검사 후 입주 및 등기절차가 완료된 주택조합의 경우 해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조합규약에 사업종
결 시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들이 필히 포함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
며, 해산은 이에 근거하여 시행합니다.
조합 해산 시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보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합은 주택조합 해산인가신청서와 조
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첨부하여 조합해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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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09년 10월에 수립된 정책계획으로, 준공업지역에 대한
정책적 목표와 원칙을 설정하고 관리방향을 구체화한 비법정계획

관리원칙은 준공업지역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지역중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은 다핵공간구조를 계획 수
립하고, 산업공간을 계획적으로 입지토록 한다. 또한, 점적 주거개발을 불허하여 산업과 주거가 계획적으
로 입지할 수 있도록 개발단위를 유도하고 있다.
지역의 종합적인 여건과 개발압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1. 정비발전구역 : 개발압력이 높아 체계적 정비가 요구되는 지역
2. 계획관리구역 :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 환경정비가 요구되는 지역
3. 존치관리구역 : 개발완료 구역으로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구역
지역개발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위치적 특성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지역정비가 될 수 있도록 3개의 정비
유형을 도입하여 도시계획위원회(지구단위계획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
계획을 결정한다.
구 분

내 용

공공지원형

[정
의]
∙ 산업이 집적된 구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공공이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
업육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유형
̵ 공공에서 기반시설 우선 공급, 용적률 완화,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산업시설
로의 정비를 유도하는 유형
[지역요건]
∙ 정비발전구역 중 공장비율 50% 이상인 산업집적 블록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장비율과 무관하게 계획수립이 가능

산업정비형

[정
의]
∙ 현행 도시계획조례(2008.7.30)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 주거와 공업기능이 혼재된 구역에 적정개발규모를 설정하여 계획적인 산업시설을 배치
̵ 이를 위해 도시환경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유형
[지역요건]
∙ 주공혼재지역

지역중심형

[정
의]
∙ 산업지원 및 지역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복합개발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전략시설을 유치
하는 유형
̵ 복합개발에 따른 용적률 완화시 공공기여로 임대산업시설을 확보하여 신산업 육성과 영
세사업자 지원
※ 지역중심형 정비유형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지역요건]
∙ 역세권
∙ 폭 20m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부지
∙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 및 도시정비로 지역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지역중심으로서의 기능적 역할 수행이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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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장설립에 관한 법률,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서울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준공업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식산업센터, 산업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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