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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으로 (변경)지정됨과 동시에 수립된

정비계획내용이준공시까지진행되는과정에서발생하는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실

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 DB구축, 그리고 경미한 변경 실태분석으로 구성 되었

다. 2002년 제정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근거하여 시행된 정비사업 중 기 완

료된 171개 구역(재건축 87개소, 재개발 84개소)의 정비계획과 변경이력을 분석가능

한자료형태로 DB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측정이가능한항목들에대해구역결정시내용

과최종변경시내용의변경실태를비교분석하였다. 연구를통해도출한결과와이를통해

제시된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비사업 전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경미한 변경 사항 DB구축 및 운영)

해야 한다. 171개 정비구역전단계별변경실태를 분석한결과, 경미한변경기준불부

합 사례가 발견되었다. 경미한 변경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운영 불부합(시장 결정 사

항을자치구 재량으로처리)한 경우와 항목별경미한 변경 기준을 초과 경우(기준 초과)

로 구분된다. 이는 사업을관리하는시및자치구에서경미한변경여부를제대로파악하

지못하기때문에발생하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 기준 불부합여부를즉각적으로확

인 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 이력과 해당 내용들이 통일된 형태의 DB로 구축되어 관

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경미한 변경 기준 정교화(법·령·조례 개정)가 필요하다. 경미한 변경 기준 이내

의 범위라 하더라도 정비구역면적 규모에 따라 변화의 절대 규모 차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예를들어, 1000세대를계획한정비구역은경미한변경으로최대 300세대 까지증

가가능하다. 현재시행령에서정한경미한변경규모를유지하되, 정비구역면적이크기

때문에경미한변경기준이내임에도실질적인변경의정도가과도한구역에대해서는별

도의기준을마련할필요가있다(시행령및조례개정). 또한 일부중요한정비계획항목

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위임된 변경 권한을 서울시 권한으로 변경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

라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정비계획 결정고시문을 개선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결정사항이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내용이나조건사항그리고「2030서울플랜」

등에서 수립된 내용들이 심의 후 결정고시문에 충실히 기재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위원

회심의사항및우리시도시계획취지가정비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서지속적으로유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문에 기재된 사항은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서울시 내에는 1970~80년대 개발된 아파트지구, 택지개발구 내 다수의 대규

모 정비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제시된 제

도개선사항들은앞으로직면할수많은정비사업의공공성담보와합리적인도시계획및

관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경미한 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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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첫째, 정비사업의 비중 증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 안건유형 중 정비사업 과련 안건은 최근 5년간

550건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 관련 심의는

2017년 전체안건의 50%를넘는등정비사업관련안건은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한 상정 안건으로 대두됨. 이와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일한 쟁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으로 정비사업과 관련한 심의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1-1]은 최근 5년 내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유형 중

정비사업 전체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심의 안건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유형 변화 추이(2013~2017)

시기 합계
기본

계힉

도시

개발

사업

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

도시계획시설
역세권

청년

주택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기타

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

재건축

주택

재개발

주거

환경

관리
일반

역세권 

공공

임대

일반

대학

세부

시설

안건수 881 19 24 84 27 234 34 28 143 161 18 5 33 71

비율(%

)
100 2.2 2.7 9.5 3.0 26.6 3.9 3.2 16.2 18.3 2.0 0.6 3.7 8.1

자료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자료(2013~2017)

[표 1-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유형 별 안건 수(2013~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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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서울시 주요 아파트지구, 택지개발지구 일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중

2000년대 후반이후현재까지반포·잠실·개포등에서다수의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중에 있음. 향후 1970년대 개발된 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대규모

아파트지구와 1980년대 개발된 목동, 상계 등 택지개발지구에서 대규모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특히, 해당 정비구역들은 이전

보다 단위 구역의 규모가 크며, 공간적으로 밀집해 있음. [그림 1-2]과 [표

1-2]는 서울시 내 주요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추진 중인

아파트지구 및 택지개발지구의 입지와 지구 별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1-2] 서울시 내 주요 정비사업 추진 지역

구분 지역 명 면적(㎡)
① 이촌 아파트지구  143,964
② 서빙고 아파트지구 853,641

③ 반포 아파트지구
(저밀) 1,146,099
(고밀)  2,781,772

④ 여의도 아파트지구 550,734
⑤ 압구정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1,151,188
⑥ 잠실 아파트지구 2,074,940
⑦ 개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5,268,557
⑧ 목동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3,653,592
⑨ 고덕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3,883,394
⑩ 상계택지개발지구 2,659,380

합  계 39,686,065

[표 1-2] 향후 대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지구 및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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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정비구역(변경)지정 이후 준공인가 까지 모니터링 체계 부재

정비구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그리고 준공인가 과정을 통해 정비사업이 진행됨. 이

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인정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발생함. 경미한 변경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정비계획 변경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음. 경미한변경은 ‘구역면적’, ‘정비기반시설의규모‘, ’용적률‘ 등계획요소별

변경 기준 다르며, 각 기준에 따라 구청장 권한 경미한 변경(자치구 고시)과

서울시장 권한 경미한 변경(서울시 고시)으로 나뉨.

한편, 도시계획심의 단계를 통해 최초 정비구역(변경) 결정 이후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초기 심의내용과 취지가 지속적으로 사업에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있는모니터링시스템은없음. 자치구차원의 경미한변경은 자치구

고시로 경미한 변경 처리되기 때문임. 이러한 상황에서 최초 정비구역(변경)

지정시고시한정비계획내용과이후경미한변경을통해고시된최종정비계획

내용 간 부정합이 발생 할 가능성이 존재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결정한

사항과 위원회의 취지는 서울시에서 수립한 각종 도시계획, 방침, 기준 등이

반영된 결과임.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과 취지가 실제 정비사업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시 도시계획의 실효성을 타진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가 있음.

[그림 1-3] 정비사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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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목적

첫째, 「법·령·조례」, 우리 시 「계획·방침·지침」의 취지의 실효성 확인

연구의 첫째 목적은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법·령·조례,

그리고「계획·방침·지침」의 취지가 실제 사업 결과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임. ‘02년 1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 약 15년의

시간이 지났으며, 이 법을 근거로 수많은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음. 그 과정에서

「법·시행령·조례」가 개정되었고, 「2010·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등 다양한 계획, 방침 그리고 지침이 (변경)수립

되었음. [그림 1-4]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 법·령·조례,

그리고 각종 기본계획의 주요한 개정 및 변경사항으로 보여주고 있음.

시간 관련 법/령/조례 기본계획 및 우리시 방침
2000

‘02.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04.06.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재개발)」 수립
정비예정구역지정

2005 ’05.09.
「도시공원법」 개정
구역면적 5만㎡ 이상 
공원의무면적 확보

‘06.05.
「2010 도시정비기본계획(재건축)」 수립
정비예정구역지정

‘09.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재건축 법적상한용적률 도입

2010 ‘10.03.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주택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 20% 상향

‘12.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
재개발 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기준 도입

‘14.05 「2030 서울플랜」 (서울시높이기준 마련)

2015 ‘15.05.
「건축법」개정
도로사선제한 폐지

‘15.11.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16.0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현금기부채납 도입

‘16.05. 「한강변 관리기본계획」 수립

‘16.11.
「2016 서울시 경관계획」 수립
한강변 첫 주동 15층 이하

‘17.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부개정(‘18.02. 시행)

‘17.07.
「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서울시)

‘18.03. 「2030 서울생활권계획」 수립
2020

[그림 1-4] 정비사업 관련 「법·령·조례」 개정사항, 우리 시 「계획·방침·지침」 수립 사항(200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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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2: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정비계획의 변경 실태를 정량적으로 파악하는 것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정비계획요소 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갖고 있으며,

대부분 비율(%)로 정의되어 있음. 하지만, 동일한 비율의 경미한 변경

기준임에도 구역 면적에따라절대적인변경규모는 상이 할수 있음. 정비구역

면적의 경우 최소 규모 기준(1만㎡이상)은 존재하나, 최대규모와 관련

기준(상한)은 부재함. 본 연구에서는 경미한 변경이 가능한 정비계획

결정요소들 중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 변경의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경미한 변경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그림1-5]과 [표 1-3]은

법·시행령·조례에서 정한 정비계획결정요소와 항목 별 경미한 변경 기준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5] 정비계획 내용, 경미한 변경 기준,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기준

 법령 정비계획 내용 경미한 변경 기준

구역계
 ·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1항 2호

 ·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시행령」 제13조 4항 1호

밀도
 ·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1항 5호

용적률
 ·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 「시행령」 제13조 4항 7호

최고
높이

 ·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 「시행령」 제13조 4항 8호

정비기반
시설

 ·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정비법 시행령」 제8조 3항 6호

·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시행령」 제13조 4항 2호

주택건설 
관련

 ·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서울시 정비 조례」 제8조 1항 2호

·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 「시행령」 제13조 4항 12호,  - 「조례」 제11조 1항 8호
 ·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서울시 정비 조례」 제8조 1항 6호

[표 1-3] 주요 정비계획 요소 각 요소 별 경미한 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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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3: 자치구 재량으로 가능한 경미한 변경 실태 파악

연구의 세 번째 목적은 구청장 권한의 경미한 변경 실태를 파악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③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에 대한 서면통보,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할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④항에서는 11개의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또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 11조 ①항에서는

구청장이 처리 할 수 잇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9개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 ②항에서는시행령에서정한 11개 경미한변경사항중 5개

항목에대해서변경규모에따라구청장이처리할수있는사항을정하고있음.

이와 같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구청장이 처리 할 수 있는 사항과 시장이

결정할 수있는사항으로구분됨. 결과적으로 시행령과 조례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사항 20개 항목 중 15개 항목이 구청장 권한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4개

항목은 변경의규모에 따라 구청장권한으로처리할 수있는사항임. 정비구역

면적 5퍼센트 미만의 변경, 정비기반시설 규모 5퍼센트 미만의 변경, 건폐율

또는용적률의 5퍼센트 미만의확대변경그리고 건축물높이를 낮게 변경하는

경우는 구청장 권한 경미한 변경이 가능함.

[표 2-5]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가능 항목 별 결정권자를 정리 한 것임.

시장이 결정 하는 사항은 다섯 개 라는 것을 확인 할 있음. 정비구역 면적

5퍼센트이상 10퍼센트미만변경, 정비기반시설의위치변경및 5퍼센트이상

10퍼센트 미만 변경, 건폐율·용적률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확대 변경,

그리고 건축물의 최고높이 상향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함.

실무적으로 시장결정 사항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가 서울시 고시로

이루어지며, 구청장결정사항은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고시가자치구고시로

이루어짐. 이 연구에서 자치구 고시문을 통해 확보된 경미한 변경은 자치구

결정, 서울시 고시문을 통해 확보된 경미한 변경 내용은 서울시장 권한

결정으로 자료를 구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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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호 경미한 변경 내용 범    위
결정권자

시장 구청장

시행령
제13조
제4항

및

조례
제11조 
제2항

1 정비구역 면적의 10% 미만 변경
(법 제18조에 따른 정비구역 분할, 통합, 결합은 제외)

5%미만 ●

5%이상~10%미만 ◯

2 정비기반시설 위치 변경 또는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 미만 변경

위치변경 ◯
5%미만 ●

5%이상~10%미만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4 재난방지 계획 변경 ●

5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호의 용도 범위 안에서 건축물 주용도 변경 ●

7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축소 또는 10% 미만 확대
축소 · 5% 미만 확대 ●

5%이상~10%미만 확대 ◯

8 건축물의 최고높이 변경
높  게 ◯
낮  게 ●

9 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
10 「국토계획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 ●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

12 그 밖에 제1~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

조례
제11조
제1항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

2 「도시계획시설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계획 변경 ●

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내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 포함)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 ●

6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계획의 변경이 없는 획지 변경 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안에
서 사업시행지구 분할 ●

7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내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변경 ●

8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 범위내 주택 세대수의 30%이내 증가 또는 10%이내 축소 ●

9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내용 재구성

[표 2-4] 경미한 변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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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2.1. 연구의 방법

연구의 틀

연구는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됨. 제2장에서는 경미한 변경 실태분석을

위한 자료구축 과정과 구축된 자료에 대한 현황을 기술함(DB구축 현황 및

분석 방법). 제3장에서는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 실태를 분석하는

내용으로. 구축된 정비구역들의 개별 심의/변경사항 그리고, 정비계획 요소별

경미한 변경실태를 분석 함. 제4장에서는 구축된 DB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중 특수조건 내용을 유형화 하고, 해당 조건이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파악함. 즉, 정향적 분석과 정성적 분석을 병행하여 연구를

진행함. 제5장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실태 및 심의 내용 이행 사항을

바탕으로 정비사업 관련 제도(법·령·조례, 기본계획, 운영) 개선 사항을

제시함. [그림 1-6]은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음.

[그림 1-6] 연구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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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흐름

앞서 마련한 연구의 틀을 바탕으로 장 별 주요 내용을 도식화 하면 아래 [그림

1-7] 과 같음.

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
1. 정비사업은 도시계획 심의에서 큰 

비중 차지

2. 향후에 다수 대규모 정비계획 심
의 예상됨(선재적 대비)

3. 정비구역 지정 후 준공시까지 전 
단계별 모티터링 필요성

1. 법·령·조례 그리고, 서울시 기본
계획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

2. 정비계획 관련 불합리한 제도개선

1. 기 완료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
업 전 단계를 데이터베이스화

2. 전단계에서 정비계획(경미한) 변
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
데, 정량적·정성적 분석 

2장 DB구축 현황

제도검토 정비사업 DB구축 방법 정비사업 DB 기초 항목 현황
1. 재건축 관련 제도/계획 변화

2. 재개발 관련 제도/계획 변화

1. 선정기준

2. 자료 출처

3. 주요 구축 항목

1. 입지 관련

2. 준공 시기 및 사업소요기간 관련

3. 정비계획 내용

3장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실태 분석

분석 방법 및 분석 요소 변경 횟수 및 위원회 심의 사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실태 분석
1.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분석 틀

2. 주요 분석 요소

1. 위원회 심의 횟수

2. 중대한 변경 및 경미한 변경 횟수

1. 구역면적 

2. 밀도(용적률, 높이 등)변경 

3.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 변경

3. 주택건설 관련 변경 

4장 위원회 심의 결과 분석

특수조건 유형화 이행여부 분석

5장 제도 관련 개선 사항 도출

법/조례 관련 개선 사항 위원회 운영 관련 개선사항

[그림 1-7]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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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제도 검토 및 

정비사업DB구축

1. 관련 제도(법·령 및 계획) 검토

2. 정비사업DB 구축방법 및 내용

3. 정비사업DB 정비계획 요소 별 특성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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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제도(법·령 및 계획) 검토

1.1. 정비계획 관련 제도 검토

첫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02년 1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 주요한 법 개정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 할 수 있음. ’09년 4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적용으로 인해 초과

용적률의 50퍼센트를 소형임대로공급하는사항임. 법적상한용적률완화기준

적은 기존 임대주택의무비율이 폐지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으로,

임대주택공급방식 뿐만 아니라, 용적률 산정방식(「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기준인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기준인 법적상한용적률까치 증가 가능)에도 큰 영향을 미침.

‘09년 4월 법적상한용적률완화 기준 도입 당시에는 재건축 정비사업에

한정하여 적용되었으나, 이후 ’12년 2월재개발정비사업에도법적상한용적률

완화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함. 기정에 진행되던 정비구역들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09년 6월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은 정비구역들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상한용적률을 확정 할 수 있게 되었음. 즉, 정비계획 변경 고시 없이

사업시행인가 변경으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 할 수 있음을

의미함.

 ’종전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없이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법적상한용적률 확정‘

- ‘09.06.22. 국토부,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

‘09년 4월 이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정비구역의 경우
 ①  건축위원회 혹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법적상한용적류 확정
 ②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내용 반영

사업시행인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건축위원회 심의

사업시행인가 변경

(‘법적상한용적률’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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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재개발사업 계획용적률 20퍼센트 상향

‘10년 3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재개발 정비구역

계획용적률 20퍼센트 상향이 이루어졌음. 이 사항은 정비구역 내 소형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용적률 완화이기에, 증가하는 용적률의 20퍼센트는

6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기본계획

변경사항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반영되도록 ’11년 9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경미한 변경으로 계획용적률

20퍼센트 상향이 가능하게 되었음.

 ’종전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없이 건축위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법적상한용적률 확정‘

- ‘11.09.16. 서울시 주거재생과-102303,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용적률 상향 업무처리절차 개선

‘02년 12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정 이후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재개발 정비사업 계획용적률 20퍼센트 상향‘ 이외에 ’04년 6월

재개발정비예정구역 지정, ‘06년 3월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그리고,

’15년 3월 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 개정(17퍼센트→15퍼센트) 등 다양한

제도 변화가 있었으며, 핵심적인 내용을 연표로 정리하면 [그림 2-1]과 같음.

[그림 2-1] 재건축 및 재개발 정비사업 관련 주요 제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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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주요 내용

‘06.03.23.
 ·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주택재건축사업부문) (서고시 제

2006-95호)
   - 자치구 별 정비예정구역지정

‘09.04.22.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건설의무 등) 
삭제

 - 재건축 이전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만큼 임대주택 
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3(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
택 건설 등) 신설

 -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 까지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소형임대주택
으로 건설

‘09.06.22.

 ·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 업무처리기준 (국토교통부 
지침)

 -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정함 
 -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최종 확정
 - 종전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얻은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변경 없이 건축위

원회 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법적상한용적률 확정

[표 2-1] 재건축정비사업 부문 주요 제도 및 기본계획 변화        

시기 주요 내용

‘04.06.25.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서고시 제2004-204호)
 -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10.03.18.

 ·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서고시 제2010-97호)
 - 계획용적률을 20% 상향조정하여 190%, 210%, 230% 를 적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향된 계획용적률로 인하여 늘어나게 되는 용적률 해당 분은 주택규모
를 60㎡이하로 건설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계획용적률을 20% 상향 조정하여 60㎡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하
는 경우는 상한선을 300% 이하로 한다. 

‘11.09.16.

 · 주택재개발사업 계획용적률 상향 업무처리 절차 개선 (서울시 방침 / 주택본부 
주거재생과-102303호)  

 - 시·자치구·용역사가 참여하는 시·구합동검토회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수정·보
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없이 변경 결정고시
 - 다만, 상당한 범위의 도시계획적 판단을 요하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

원회 자문 후 처리

‘12.02.01.
 · 주택재개발사업에 법적상한 용적률 적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3 ①항  개정 (‘12.02.01.) 
 - 재건축정비사업에만 적용되었던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기준을 재개발에도 적용

하기 시작

‘15.03.11.

 ·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개정 17% → 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

 · 건설하는 세대수의 1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
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
면적 이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표 2-2] 재개발 정비사업 부문 주요 제도 및 기본계획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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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비사업 DB구축 방법 및 내용

2.1. 연구대상 정비사업 선정기준

2010년 이후 준공(착공중)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정비사업 DB구축을 위해 활용된 기초 자료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시행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658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

제외)임. 이 중 2010년 이후 준공된 정비구역과 2018년 3월 현재 시점에서

착공중인 정비구역은 총 174개임. (현재 착공중: 64개 / ’10년 이후 준공:

110개). 착공중인 정비구역을 포함한 이유는, 착공이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더 이상의 정비계획의 변경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임. 174개 정비구역

중 15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구역 3개소를 제외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총

171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DB를 구축하였고, 경미한 변경 실태를 분석 함.

정비사업 DB구축 선정 정비구역 선정 기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시행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②  2010년 이후 준공된 정비구역 / 2018년 현재 착공중인 정비구역
 ③ 건립세대수 15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 제외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658개 구역

2010년 이후 준공, 현재 

착공중인 정비구역 174개

150세대 미만 소규모 

정비구역 제외 171개 
▶ ▶

※ 15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구역: 

-  서부주택 재건축 / 37세대, 삼산아파트 재건축 / 46세대, 청담진흥빌라 재건축 / 114세대

구분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착공
(현재)

준공
계’10년 

이전
’10년 
이후

소계

일
반
지
역

재개발 1 16 6 21 312 63 375 419

재
건
축

공동주택
 (일반)

13 3 11 14 6 17 23 64

단독주택 0 13 14 20 1 15 16 63
공동주택

(아파트지구)
0 15 6 9 67 15 82 112

소계 13 31 31 43 74 47 121 239
계 14 47 37 64 386 110 496 658

뉴
타
운

재개발 1 17 18 18 7 26 87 87
재건축 3 1 1 2 0 0 7 7

도시환경정비 20 6 2 4 1 11 44 44
계 24 24 21 24 8 37 138 138

전체 38 71 58 88 394 147 796 796

자료: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자료(‘17년 12월 기준) 재구성

[표 2-3] 전체 정비구역 내 연구대상 정비구역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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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DB구축 시 2010년 이후 준공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02년 9월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진행된 사업들의 평균적인

사업소요기간을 고려한 것임. 재생협력과 자료의 정비구역 들의 사업기간을

분석 한결과 평균적으로 약 8.3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즉,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 상정 이후 준공시까지 약 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그림 2-2]는 본 연구의 대상인 171개 정비사업의 준공시기를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유형으로 구분하여 표현 한 것임. 재개발정비사업은 ‘10~’11년

사이에 준공 빈도수가 많으며, ‘18년 이후 준공(예정) 정비구역은 재건축

정비사업이 재개발 정비사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 사업방식 별 ‘10년 이후 준공(착공중)시기(n=171) 

정비사업 DB구축에 사용된 자료

171개 정비구역 DB구축을위해사용된 자료는세가지로구분됨. 첫째는전체

사업 리스트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정비사업

실태자료(’17년 12월)’를 활용함. 이 자료를 통해 171개 정비구역 리스트를

확보하였음. 171개 정비사업은 모두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비구역으로 결정되었기에 각 정비구역에 대한 심의상정

안건자료와 심의 결과(보류·원안가결·수정가결·조건부가결)와 조건사항을

정리하였음. 마지막으로 171개 정비구역 별 정비구역(변경)고시문 및

정비계획(경미한)변경 고시문 자료를 각 자치구보 및 서울시보를 통해

확보하여 DB를 구축하였음. 정비사업 DB구축을 위해 활용한 기초자료와

주요 구축 내용은 [그림 2-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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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정비사업 DB구축을 위해 활용한 기초 자료 및 주요 구축 내용

사업 방식 별 정비구역 입지: 재건축 87건, 재개발 84건

171개 정비구역은 재건축 정비구역 87개소, 재개발 정비구역 84개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비율은 각각 50.8%, 49.2%로 비슷한 비중임.

재건축 정비구역 87개는 세부적으로 공동주택 일반 24개, 아파트지구 28개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 35개로 구분됨. [그림 2-4]는 171개 전체

정비구역의 사업방식 별 입지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2-4] 정비구역DB 사업방식 별 입지(n=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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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지구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24개 중 22개가 동남권 일대

아파트지구에 위치함. 특히, 서초구및강남구내아파트지구 내사업들이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공동주택 일반 재건축 정비구역 28개 중 19개가

동남권에 위치함. 재개발 정비구역 84개 중 동북권에 36개, 서북권에 29개가

위치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분석 대상인정비사업들은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 주로

동남권에 위치하며, 재개발 정비구역들은 주로 동북권 및 서북권에 위치함.

세부적인 사업방식 별 권역별 위치는 아래 [표 2-4]와 같음.

재건축 
재개발

개수 개
공동주택 재건축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재건축

(일반)

단독주택 

재건축
도심 12 1 - - 11

동북권 50 - 2 12 36***

서북권 41 - 1 11 29****

서남권 24 1 6 9 8

동남권 44 22* 19** 3 0

합 171 24 28 35 84

 *동남권 아파트지구 세부 입지

 · 서초아파트지구 7

 · 청담도곡아파트지구  7

 · 반포아파트지구 6

 · 강동아파트지구 1

 · 잠실아파트지구 1

 ** 동남권 공동주택 재건축 밀집지역

 · 고덕택지개발지구  5

 · 개포택지개발지구  4

 *** 동북권 공동주택 재개발 밀집지역

 · 성동구 12

 · 성북구 11

 · 동대문구 9

 · 강북구 2

 · 도봉구 1

 · 노원구 1

 **** 서북권 재개발 밀집지역

 · 은평구 15

 · 마포구 10

 · 서대문구 4

[표 2-4] 정비구역 DB 사업방식 별 권역별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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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비사업 DB구축 항목

정비계획 수립내용 중 측정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계획 내용들을 위주로

DB를 설계하였음. 정비계획 요소는 크게 5개 카테고리로 구성하였으며,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세부 계획 항목을 하위 요소로 구축함. DB구축 대상은

법·령·조례에서 명시한 ‘정비계획’결정 내용을 참고하였음. 단, 순부담률이나

세부용적률(기준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허용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등

법·령·조례 상에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요

심의사항으로 간주되는 사항들은 추가적으로 DB구축 항목에 포함했음.

고시문에 기재되지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가결된 상정안건자료 상에

기재된내용을참고하였음. 구축한정비사업 DB의항목은아래 [그림 2-5]와

같음.

[그림 2-5] 정비사업 DB 구축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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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개요 및 위치 관련

사업방식

정비사업의 사업방식은 재건축/재개발로 구분되나, 우리시 재생협력과에서는

재건축 사업을 아파트지구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 그리고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들 세 개 구분은 같은 재건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지나 용적률 산정방식의 차이가 있음으로, 본 연구에서도

재건축사업 방식을 3개로 세분화하여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법적상한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여부

‘09년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사업에

법적상한용적률완화기준이적용되기 시작했음(재개발은 ‘12년 2월 적용). 본

연구에서 구축한 정비사업DB는 ‘10년 이후 준공 된 정비구역이기에, 일부

정비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고, 이전 방식인

임대주택의무건설 비율을 적용하여 사업을 시행한 경우가 존재함. 따라서,

정비사업 DB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한정비구역과적용하지 않은

정비구역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구축했음.

위치 정보

공간분석을 위해 지번주소를 구축했으며 5대 생활권 / 자치구 / 법정동으로

구분해서 DB를 구축했음.

정비구역 면적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1항 5호

정비계획 고시문에 제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항목을 DB로 구축.

용도지역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은 용적률 및 층수의 기준이 되는 핵심적인 특성이므로,

자료 분류의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음. 현행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그리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로 구분하나, 과거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로 진행된 정비사업도존재하기에당시 기준을

바탕으로 자료를 구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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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 심의 및 변경이력 관련

위원회 심의 이력 및 결과 | 서울시 도시계획과

171개 정비구역의 위원회 심의 횟수(소위원회를 포함한 상정 횟수) 및 심의

결과(원안가결, 수정가결, 조건부가결, 보류)를 전수 조사한 자료 활용.

정비계획 변경 이력 및 심의 횟수 |서울시고시문(서울시보) /자치구고시문(자치구구보)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 고시문을 기준으로 파악된 (경미한)변경 횟수.

③ 밀도 관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1항 5호

용적률

<기준 용적률>

기준 용적률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들은 당시 제시한 계획용적률을 기반으로 DB구축. 아파트지구의

경우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06년)」 상 아파트지구 별 계획용적률

현황을 적용. 나머지 정비구역의 기준 용적률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용도지역 별 기준용적률 체계를 참고하였음.

<허용 용적률>

허용 용적률은 기준용적률에 더하여 20퍼센트까지 완화되는 인센티브 용적률

로서, ‘08년 도입되기시작했음.「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더 세분화하였음.

<개발가능 용적률> 

개발가능 용적률은 공공시설부지 제공을 통해 득한 인센티브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 + (허용용적률)에 더한 용적률. 산정식은 아래와 같음.

개발가능용적률 = 허용 용적률 + (기준용적률 × 1.3 × α )

α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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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 용적률> 

해당 용도지역 별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은 공공시설부지 제공으로 인해 확보한 개발가능 용적률 범위

내에서 정한 정비계획의 용적률임. 또한 정비계획용적률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상한용적률) 보다 낮아야

함. 단, ‘10년 3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

재개발정비사업의 계획용적률 20% 상향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의 경우

상한용적률을 상회 할 수 있음

<법적상한 용적률>

정비사업의 법적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09년 4월 개정됨에

따라, 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 조항이 폐지되고,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초과용적률에따른재건축소형주택건설이도입되기 시작했음. 단 정비계획상

법적상한용적률은 예정법적상한용적률로서, 최종 용적률은 건축심의를 통해

정해짐.

최고높이

<높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조 1항 5호

제9조 5항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높이(m)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최고층수> | 「2030 서울플랜(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제9조 5항에서는 정비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높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9조 1항 5호). 법에서는 ‘높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2030서울플랜(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서울시 높이관리기준’에 따라, 최고층수를 계획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음.

<평균층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평균층수’를 정비계획 결정 내용으로

포함하지 않음. 하지만,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공동주택을 건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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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평균층수 13층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에공동주택을건설할

때, 평균층수 18층으로 완화 가능함(현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

삭제). 서울시 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정비계획 수립 시

정비계획내용에 평균층수를 포함되고 있음.

대분류 분석 요소 구축 내용

사업

개요 

구역명* · 정비구역의 명칭

정비사업 후 아파트명 · 정비사업 완료 후 새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아파트 단지 명 

사업방식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분류한 정비사업의 종류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 여부

· ‘09년 4월 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 폐지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한 정비사업과 적용하지 않은 정비사업 구분 

위치
· 서울시 5대 생활권
· 지번주소

정비구역 면적** · 정비구역의 면적

 심의 및 

계획변경

위원회 심의 · 도시계획심의 관련

정비

계획

변경

중대한 

변경
· 중대한 변경의 기준: 변경을 위한 위원회 심의 상정 

경미한 

변경 이력

· 정비구역 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고시자료를 바탕으로 경미한 변경 

횟수 산정

소요기간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최초 위원회 상정 날짜로부터 준공인가(예정) 

날짜까지 소요된 시간

용도지역 용도지역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의 세부 

용도지역

밀도 

관련

용적률

***

기준

용적률

· 정비예정구역(기본계획)에서 정한 계획용적률 혹은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용도지역 별 기준용적률

허용 

용적률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도입하는 전제로 부여하는 

허용용적률(20%이내)
개발가능

용적률

· 기준용적률에 공공시설부지 제공을 통해 득한 인센티브 용적률을 합한 

용적률 
정비계획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이하 범위에서 정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법적상한

용적률

· 재건축소형주택 공급을 통해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도시계획위워회심의를 통하 득한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높이***

최고높이 ·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내 건축물의 최고높이

최고층수 ·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내 건축물의 최고층수

평균층수 ·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 내 건축물의 평균층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1항 1호. 정비사업의 명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1항 2호.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1항 5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표 2-5] 정비사업 DB 구축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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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 관련

정비기반시설 규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8조(정비계획의내용) 2항6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는 정비기반실설의 설치계획을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기준은 정비계획 고시문에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표 상 내용을 활용.

기반시설 세부 항목 별 규모|「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8조(정비계획의내용) 2항6호

기반시설의 세부 항목은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그리고 기타 이렇게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일괄적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였음. 기준은 정비계획

고시문에 기재된 토지이용계획표 상 내용을 활용.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α값 / 순부담률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은 법·령·조례에서 정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라, 개발가능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음.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은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에서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와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의 면적을 빼서 산정함.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계획 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 개발용적률 산정을 위한 α값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 순부담률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정비구역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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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택건설 세대수

계획 세대수 / 주택 규모별 (60㎡ 이하 / 60~85㎡ / 85㎡이상)

정비계획 내 건축시설계획 상 제시된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중 계획 세대수 및

세부 규모 별 세대수.

임대주택 규모 (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내 건축시설계획 상 제시된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중 계획 세대수 및

세부 규모 별 세대수.

법적상한용적률 완화적용을 통해 확보된 소형임대주택 규모

정비계획 내 건축시설계획 상 제시된 주택건설에 관한 사항 중 계획 세대수 및

세부 규모 별 세대수.

대분류 분석 요소 구축 내용

정비기반
시설 

및 

기부채납 
관련

기반시설 규모* · 정비계획 토지이용계획에서 획지를 제외한 정비기반시설 
면적(공원/도로/공공청사 등의 함)

기반시설 
세부 항목 
별 규모*

도로 · 정비기반시설 내 도로의 면적
공원 · 정비기반시설 내 공원 및 녹지의 면적
학교 · 정비기반시설 내 학교의 면적
공공
청사 · 정비기반시설 내 공공청사의 면적

기타 · 정비기반시설 내 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 ) – ( 계획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대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α값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기부채납비율 ·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 정비구역 면적

주택건설 
관련

계획 세대수** · 정비계획 내 건축시설 계획에 제시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상 총 
세대수

세대 규모 별 
세대수**

· 정비계획 내 건축시설 계획에 제시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 비율 상 규모 
별 세대수

임대주택 건설 계획 
세대수*** ·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준으로 계획한 임대주택의 세대수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계획 
세대수****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기준 적용에 따라 정비계획용적률에 더하여 초과한 
용적률의 50%를 통해 확보되는 재건축소형임대주택의 세대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조 6항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정비계획 내용 등) 1항 6호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8조(정비계획 내용 등) 1항 2호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부 고시 제2015-127호)」 3-2-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
**** 「서울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0조(소형주택 건설비율 등) 1항 법 제5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표 2-6] 정비사업 DB 구축 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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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사업 DB 기초항목 현황

3.1. 구역면적

사업방식 별 면적 현황

171개 정비구역의 평균 면적은 3.6만 제곱미터(10만 제곱미터 이상 제외).

공동주택(일반) 재건축 정비구역 면적은 4.7만 제곱미터로 그 규모가 가장 큰

경향이 있음. 구역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정비구역은 8개소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5개소, 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1개소, 그리고

재개발정비구역 2개소임. 전체적인 면적별분포는 5만제곱미터이하구역이

124개소로 전체의 7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음.

3.2. 밀도

용도지역 별 용적률 현황 및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여부

구축된 정비구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25개 구역

많은 것으로 파악됨. 171개 정비구역의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69개, 준공업지역 4개소, 제2종일반주거지역 97개소, 그리고 혼합지역

1개소임.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73개 구역 중 해당 용도지역의

상한기준은 250퍼센트를 초과한 구역은 49개소. 이 중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기준 적용으로 상한용적률을 초과한 정비구역은 35개 구역(47.9%).

나머지 구역은 ‘09년 4월 이전 기준은 임대주택의무비율(%) 기준을 적용하여

상한용적률 2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라 할 수 있음.

구분 구역면적 합계 비율

재건축

재개발
소계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단독주

택

면적별 

빈도

10만㎡ 이상* 8 4.7% 6 1 5 0 2
5만~10만㎡ 미만 39 22.8% 13 2 8 3 26

5만㎡ 미만 124 72.5% 68 21 15 32 56
전 체 171 100.0% 87 24 28 35 84

평균 

면적

전체 평균

(n=171)
43,376㎡ 47,486㎡ 38,307㎡ 47,910㎡ 29,793㎡ 39,120㎡

10만㎡ 이상 제외시 

평균*(n=163)
36,895㎡ 34,587㎡ 31,353㎡ 34,882㎡ 29,793㎡ 37,081㎡

[표 2-7] 정비구역 DB 사업방식 별 구역 면적 현황(n=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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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3종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250퍼센트 이하인

정비구역은 24개소로 파악되었음. 이중 17개 구역이 재개발

정비구역이었으며, 나머지 7개 구역은 재건축 정비구역이었음(아파트지구

2개, 공동주택 3개, 단독주택3개).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 정비사업으로

용적률 300퍼센트 이상 초과한 구역도 1개소 있었음.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렉스아파트 재건축사업은 ‘09년 한강공공성재편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사업이라 기부채납을 25퍼센트 부여하고 용적률과 최고층수를 대폭 완화한

사례임(’09년 구역지정). 하지만, 현재는 ‘14년 수립된

2030서울플랜(서울시높이관리기준 상 제3종일반주거지역 35층)과 ’09년

4월 개정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기준으로 용적률과 층수가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렉스아파트재건축 과같은사업은한시적인특수한정비사업이라 할수

있음.

· 렉스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서빙고아파트지구)는 한강공공성재편 정책에 따라 기부채납의 비율을 

크게 하되,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시기에 진행된 정비사업으로, ‘09년 심의 당시, 기부채납률이 25%, 

용적률이 328.4%. 층수는 56층. 

· 렉스아파트는 준공인가 시 정비기반시설의 구성이 바뀌었음. 도로의 면적이 855.9㎡ 증가했고, 

공원녹지 면적이 그 만큼 감소했음

제2종일반 및 혼합지역 98개 구역 중 용적률 230% 이상인 정비구역은

52개소. 이 중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기준을 적용한 정비구역은

26개구역(26.5%).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인 250퍼센트를

초과하여 시행된 정비사업은 3개소임.

[그림 2-6] 용도지역 별 용적률 분포 및 법적상한용적률 기준 적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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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층수

용도지역 별 준공년도별 최고층수 현황 

‘10년 이후 준공시기 년도별 정비구역 들의 최고층수 변화추이를 보면,

2014년을 전후로 전반적인 층수가 상향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년부터 년도별 평균최고층수 가 30층을

넘어섰음. 이는 ‘14년 12월 수립된 「2030 서울플랜

(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 <서울시 높이관리기준>의 영향이라고 판단됨.

서울시 높이관리기준에서는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별 최고층수를

제시하였는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고층수가 35층으로 기재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30서울플랜」이후 준공된 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사업은 층수를 35층에 가깝게 계획하는 경향을 띄고 있음(그림 2-7 좌측

그래프 참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시 높이관리기준>에서

최고층수 25층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14년 이후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평균 최고층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음(그림

2-7 우측 그래프 참고).

[그림 2-7] 용도지역 별 준공년도 별 최고층수 현황 

용도지역 도심광역중심 지역지구 중심 그 외 지역

상업 준주거
복합: 51층 이상 가능

주거: 35층 이하

복합: 50층 이하

주거: 35층 이하
복합: 40층 이하

주거: 35층 이하
준공업 복합: 50층 이하, 주거: 35층 이하

일반주거
제3종일반: 주거 35층 이하, 복합 50층 이하

제2종일반: 25층 이하

제3종일반: 35층 이하

제2종일반: 25층 이하

자료: 서울시, 「2030서울플랜(서울시 도시기본계획)」, p. 158.

[표 2-8] 서울시 높이관리기준(중심지 체계 및 용도지역 별 높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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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정비기반시설

도로 및 공원 위주 정비기반시설 공급

171개 정비구역 중 정비기반시설 조성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구역수는

162개였으며, 주요정비기반시설 기준(도로, 공원, 학교, 공공청사), 도로와

공원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즉, 162개 구역 중 156개

구역이 도로를 정비기반시설로 계획했으며, 146개 구역이 공원을 조성했음.

학교나 공공청사는 상대적으로 적게 조성했음.

아파트지구나 공동주택재건축정비구역 중 일부 구역은 토지구획정리를 한후

개발된 정비구역이기에, 도로나 공원을 정비기반시설로 계획하지 않은 경우도

큰 비중을 차지함. 아파트지구 16개 중 4개 구역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계획

없음. 6개 구역 정비기반시설 공원계획 없음.

[그림 2-8] 정비기반시설 종류 별 계획 현황(n=162)

구분 구역수
비율

(%)

재건축

재개발
소계

아파트

지구 
공동주택 단독주택 

도로 156 91.2% 73 12 26 35 83

공원 146 85.4% 65 10 22 33 81

학교 11 6.4% 5 0 2 3 6

공공청사 15 8.8% 7 1 5 1 8

기타 40 23.3% 20 1 10 9 20

합계 162 79 16 27 35 83

[표 2-9] 정비기반시설 세부 공급 현황 (n=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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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면적 대비 주요 정비기반시설 면적(%): 도로 8.3%, 공원 6.72%

공급빈도와마찬가지로정비기반시설종류별면적도도로-공원순으로파악됨.

도로의 경우 평균적으로 구역 면적 대비 약 8.3퍼센트를 차지했으며, 공원은

6.72퍼센트를 차지함. 도로의 경우 사업방식 별 면적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하지만, 공원의 경우 재개발 정비구역의 면적과 공동주택(일반)

재건축 정비구역의 면적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남. 공동주택(일반) 재건축

정비구역의 경우 구역 면적 대비 공원면적 비율이 5.45퍼센트였으며, 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 7.17퍼센트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재개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도로, 공원·녹지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재개발 정비구역은 구도심 및 강북지역 일대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저층주거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그림

2-9]와 [표 2-11]은 구역 면적 대비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2-9] 정비기반시설 종류 별 면적 비중 (n=162)

구분

정비구역 

대비면적

(%)

재건축

재개발
소계

아파트

지구 

공동

주택 

단독

주택 

도로 8.30% 8.36% 8.36% 8.88% 8.79% 8.64%

공원 6.72% 6.38% 6.38% 5.45% 6.43% 7.17%

학교 5.61% 1.46% - 2.84% 0.09% 8.94%

공공청사 1.85% 1.03% 1.63% 0.96% 0.77% 2.56%

기타 2.84% 3.41% 0.25% 3.65% 3.51% 2.26%

[표 2-10] 구역면적 대비 정비기반시설 비율 (n=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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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순부담률

아파트지구 정비구역 순부담률(%)이 타 구역 보다 절반 이하로 낮음

171개 정비구역 중 정비계획 상 순부담률(%)을 확인 할수 있는 구역은

79개였음. 순부담률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결정사항은

아님. 하지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라는 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 심의내용 중 하나임.

전체적인 순부담률의 평균값은 12.4퍼센트였으며, 사업방식 별로 평균

순부담률 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남. 공동주택(아파트지구)의 경우

순부담률이 6.5퍼센트였으나, 재개발정비구역 평균 순부담률은 15퍼센트로

나타남. 공동주택(일반) 재건축은 11.5퍼센트, 단독주택 재건축은

14.4퍼센트로 타나남. 즉,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과 재개발 정비구역의

순부담률이 비슷하게 나타남.

아파트지구의 순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아파트지구 개발기본 계획에서 정한

기준용적률이 타 지역 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아파트 지구의

기준용적률은제3종일반주거지역과같은 230퍼센트이며, 일부 아파트지구는

기준 용적률이 270퍼센트 인 경우도 있음.

순부담률

(%)
구역수 비율

재건축

재개발
소계

공동주택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일반)
단독주택

20% 이상 7 4.0% 4 1 0 3 3

10~20%미만 50 29.2% 37 2 15 20 13

0~10% 미만 22 12.8% 20 13 3 4 2

자료 누락 92 53.8% 26 8 10 8 66

합 171 100.0% 87 24 28 35 84

평균 12.3% 11.9% 6.5% 11.5% 14.4% 15.0%

[표 2-11] 순부감률 현황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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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택건설 관련

구역별 건립세대수 평균 593세대

171개 정비구역 전체건립 세대수는 144,695세대임. 구역 별평균 세대수는

약 593세대(2천세대 이상 정비구역 7개소 제외 후 산정 값). 재개발

정비사업으로 건립된 세대수 60,936세대, 공동주택 일반 45,106세대,

단독주택 재건축 20,816세대 그리고 아파트지구 재건축 18,133세대

순으로 건립.

공동주택 재건축 장비구역의 건립세대수 평균값은 898세대로 가장 크게

나타남. 단독주택 재건축 건립 세대수는 평균 604세대로 가장 작았으며,

공동주택(일반) 재건축 정비구역과 비교 시 약 300세대 차이를 보임.

공동주택 아파트지구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구역의 평균 건립세대수는 각각

675세대, 705세대로 파악되었음.

한편 건립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정비사업은 7개구역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5개 구역이 공동주택 일반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파악됨.

건립 세대수
빈도수

(세대수 합)

비율

()

재건축

재개발
소계

공동주택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일반)

단독

주택

2,000세대 이상
7

(29,497)
4.0%

6

(27,056)

1

(2,603)

5

(24,453)

0

( - )

1

(2,441)

1,000~2,000미만
35

(47228)
20.5%

14

(20,635)

3

(4,631)

7

(11,395)

4

(4,609)

21

(26.593)

500~1,000미만
59

(43,688)
34.5%

28

(21,763)

9

(6,530)

7

(5.863)

12

(9,370)

31

(21,915)

500세대 미만
70

(24,578)
40.9%

39

(14,601)

11

(4,369)

9

(3,395)

19

(6,837)

31

(9,977)

합
171

(144,991)
100%

87

(84,055)

24

(18,133)

28

(45,106)

35

(20,816)

84

(60,936)

평균 (n=171) 851세대 974 756 1,611 604 725

2천 세대이상 제외 

평균(n=164)
593세대 709 675 898 604 705

합계 144,695 171 18,133 45,106 20,520 60,936

※ 괄호 안은 건립 세대수의 합

[표 2-12] 정비사업 DB사업 방식 별 건립세대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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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립 세대수

정비구역 171개 구역의 임대주택은 크게 3가지 방식으로 건립됨. 첫째는

‘09년 4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기준 이전인 재건축사업 임대주택의무비율로

적용된 사업임. 이 방식은 정비사업 이전 용적률과 정비계획 용적률의 차이의

25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추가 건설하는 방식임. 정비구역 DB 재건축

정비구역 87개 중 의무임대비율을 적용한 구역은 26개 구역이며, 건립세대

14,086세대 중 763세대의 임대주택이 공급되었음(5.41%)1).

두 번째 방식은 ‘09년 4월 이후 적용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기준에 의한

재건축 소형임대 공급임. 이 방식은 상한을 초과한 용적률의 50퍼센트를

소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식임. 정비구역 DB 재건축 정비구역 876개 중

61개 구역이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기준적용 후 재건축소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건립된 65,135세대 중

5,139세대가 재건축소형임대로 건립되었음(7.88%).

마지막 방식은 재개발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의무임대 비율임. 이 방식은

건립세대수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15년 3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로 인해 임대주택의무비율 17퍼센트가

15퍼센트로 낮춰짐. 정비구역 DB 재개발 정비구역 84개 구역은 모두 이

기준을 적용하여, 임대주택이 공급되었으며, 총 건립세대수 45,419세대 중

7,516세대가 임대주택으로 공급되었음(16.5%).

1) 임대주택의무건설 방식을 택한 26개 중 14개 구역이 임대주택 수 자료가 누락되었음. 따라

서, 임대주주택의무건설 방식 사업의 실제 임대주택 비율은 5.41%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됨

건립세대수 공급방식 구역수 건립세대수
의무임대/재건축 소형 

세대수

재건축 정비구역

(n=87)

의무임대 26개 14,086세대
763세대

(5.41%)

재건축 소형임대

(법적상한용적률)
61개 65,135세대

5,139세대

(7.88%)

재개발 정비구역

(n=84)

의무임대 84개 45,419세대
7,516세대

(16.5%)

재건축 소형임대

(법적상한용적률)
0 0 0

합 171개 124,640세대
13418세대

(10.7%)

[표 2-13] 정비구역 사업방식 별 건립세대수 현황(n=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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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4.1. 정비계획 요소 별 주요 특성

계획 현황 특성: 평균 3.6만㎡ / 약 600세대 / 순부담률 12%

171개 정비구역은 약 4.6만㎡ 규모에 약 600세대, 그리고 평균적으로

12퍼센트의순부담률을통해인센티브용적률을얻는것으로확인됨. 단, 일부

구역은 평균보다 훨씬 큰 규모가 존재함. 구역면적 10만㎡이상 8개 구역.

건립세대수 2000세대 이상 7개 구역.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기준: 171개 구역 중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61개 구역

‘09년 4월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일부 재건축 정비 구역들은

법적상한용적률 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됨(171개 구역 중 61개 구역).

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 ’12년부터 법적상한용적률 기준이 적용가능했지만,

본 연구 대상 재개발 정비구역에서는 이 기준을 적용한 사례가 없었음.

임대주택 공급 방식: 법적상한, 재건축 임대주택의무,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재건축 정비구역 87개 중 61개 구역이 법적상한용적률 기준 적용으로 인한

재건축소형주택 공급방식을 택했으며, 26개 구역은 기정

재건축임대주택비율을 적용함. 재개발 정비구역은 재개발 임대

의무비율(17%) 기준을 적용 함.

[그림 2-10] 정비사업 정비계획 요소별 특성 현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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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

정비사업의 (경미한)변경 
실태

1. 분석 방법 및 분석 요소

2. 변경 횟수 및 위원회 심의 사항

3. (경미한) 변경 실태 분석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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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 방법 및 분석 요소

1.1. 분석 방법

경미한 변경 분석을 위한 기본 틀: 구역지정(변경)고시 vs 경미한 변경 최종 고시

도시계획위원회최종 심의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최종경미한변경사항을 비교

분석. 중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위원회 심의 1회) ‘최초 구역지정 고시(서울시

고시)’ 내용과 ‘경미한 변경 최종 고시문’ 상의 정비계획 내용을 비교분석 함.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위원회 심의 2회 이상) ‘정비구역 변경

지정고시(서울시 고시)’ 내용과 ‘경미한 변경 최종 고시문’ 상의 정비계획

내용을 비교분석 함.

[그림 3-1] 경미한 변경 실태 분석 방법

최초 구역지정(변경)고시문 없는 경우 위원회 사정 자료로 대체

구역 여건에 따라 최초구역지정(변경)고시문이 없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당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로 대체하여 비교 분석 진행. 첫째,

법적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정비구역(변경)지정

고시 없이 사업시행된 경우임. 둘째, 아파트지구 구역 내 정비계획 수립시

고시문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상 변경 내용만 기재하여, 고시문 상

정비계획 내용이 미비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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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회 심의 사항 및 (경미한)변경 횟수 

2.1. 위원회 심의 횟수

정비구역 (변경)지정 관련 위원회 심의 횟수 및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 횟수

위원회 심의 횟수는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횟수(소위원회 포함)를 파악함. 단, 중대한 변경이

있는 구역의 경우, 중대한 변경지정을 위한 심의 횟수(소위원회)를 파악함.

예를 들어, 최초구역지정 시 2회 심의 후 가결된 정비구역이 중대한 변경을

위해 위원회에 상정되어 3회에 걸친 심의 후 가결되었다면, 심의 횟수는 총

3회로 산정함.

정비계획 변경 횟수는 중대한 변경 횟수와 경미한 변경 횟수로 구분하여

산정함. 예를 들어, 최초구역 지정 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3회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은, 중대한 변경 0회, 경미한 변경 3회로

산정함. 최초구역 지정 후 중대한 변경을 위해 위원회 심의를 받아 정비구역

변경 지정 된 후 2회 경미한 변경이 이루어진 후 정비사업이 완료된

정비구역은, 중대한 변경 1회, 경미한 변경 2회로 산정함.

분석요소 실태 기준

구역 지정 및 

변경 관련

위원회 심의 횟수
· 정비구역(변경)지정을 위해 입안된 

정비계획을 위한 심의 횟수

· 심의 횟수에 관한 

기준 없음
정비계획 중대한 변경 

횟수

· 최초구역 지정 이후 중대한 변경을 

위한 정비계획변경 횟수

· 변경 횟수에 관한 

기준 없음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횟수

· 정비구역(변경)지정 이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횟수

· 경미한 변경 횟수에 

관한 기준 없음

[표 3-1] 정비구역 지정 및 변경 관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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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횟수 현황

171개 정비구역의 구역(변경)지정을 위한 심의 횟수는 1회가

90회(52.0%)로 가장 많음. 심의 횟수가 2회인 경우(보류/가결)는 55개

구역(31.6%)으로 두 번째로 많음. 심의횟수가 4회 이상으로 여러번 심의

끝에 구역(변경)지정된 정비구역은 7개 구역으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5개, 재개발정비구역 2개 구역임.

공동주택 재건축 5개 구역은 고덕택지개발지구 4개 구역(고덕시영,

고덕주공2, 고덕주공5, 고덕주공7단지),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1개 구역임.

고덕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재건축단지 정비계획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심의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심의 횟수가 증가. 개포주공2단지

재건축정비구역은 소위원회가 4회 개최되었기에 심의 횟수가 많아짐. 재개발

정비구역 중 4번의 심의 끝에 구역(변경)지정 된 구역은

전농6재개발정비구역과 돈암정릉 재개발 정비구역임.

심의 횟수가 0회인 경우는 7개 구역인데, 해당 구역은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정비구역으로서 이들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내용과 기준에

입각하여 정비사업을 시행 한 경우임. 즉, 법적상한용적률완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라 할 수 있음.

심의횟수
정비구역

합계

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소계

아파트지구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심의 

있음

5회 이상 5 5 0 5* 0 0
4회 2 0 0 0 0 2**
3회 12 6 2 3 1 6
2회 55 34 5 13 16 21
1회 90 35 10 7 18 55
소계 164

심의 없이 

사업진행
7 7 7 0 0 0

합 171 87 24 28 35 84

[표 3-2]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횟수 (중대한 변경 이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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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비구역 별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횟수

정비계획 중대한 변경 현황

본 연구에서 중대한 변경이라함은 경미한 변경의 기준범위를 넘어선 변경에

해당함. 즉, 일반적인 정비구역 지정 시와 동일한 절차를 밟는 변경을 의미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또한, 제 16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함.

법에서는 ‘중대한 변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는 ‘경미한

변경’과 구분하기 위해 일반적인 정비계획의 변경을 ‘중대한 변경’이라 칭함.

171개 구역 중 중대한 변경이 일어난 구역 수는 59개 구역(34.5%). 중대한

변경 없이 정비사업을 시행한 구역은 112개 구역(65.4%). 단독주택

재건축은 35개 구역 중 24개 구역(68%)이 중대한 변경을 하였음. 반면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중대한 변경 비율이 낮음. 28개 구역 주 4개

구역(14%)이 중대한 변경을 하였음. [그림 3-2]는 사업방식 별 정비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일어난 구역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 3-2] 주요 사업 방식별 정비계획 중대한 변경 현황

중대한 변경 횟수
정비사업 

합계

재건축

재개발재건축 

소계

공동주택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일반)

단독주택 

재건축

중대한 변경 있음 58 28 0 4 24 31

중대한 변경 없음 113 59 24 24 11 53

합계 171 87 24 28 35 84

[표 3-3] 중대한 변경 횟수 (n=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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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변경 요인 분석

중대한 변경 총 58개 중 재개발 및 단독주택이 55개소로 전체 중대한 변경을

한 구역 중 94.8퍼센트를차지함. 단독주택재건축 24개소중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기준 적용을 위한 중대한 한 구역이 22개 구역이었으며, 재개발 31개 중

계획용적률 20% 상향 적용을 위한 중대한 변경 11개 구역이었음. 즉, 관련

법의 개정이나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인해, 중대한 변경이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함.

사업방식 구역수 비고

재건축

공동주택(일

반) 재건축
3  ·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적용3개 구역*

단독주택 

재건축
24

 · 법적상한용적률 기준 적용 22개 구역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1개 구역**

 · 기 결정된 공공부지 일부 구역 내 편입 1개 구역 ***

재개발 31  · 계획용적률 20% 상향 적용 11개 구역

합 계 58 -

* 가락시영 재건축 / 강도미주아파트 재건축  / 고덕주공3단지 재건축

** 방배178 단독주택 재건축/ *** 까치산 공원 단독주택 재건축 

[표 3-4] 중대한 변경 사업방식 별 현황 및 요인 (n=59)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정비구역 24개소 심의 사항

본 연구를 위해 구축된정비구역 DB중 아파트지구 내 위치한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은 24개임. 이 중 17개 구역은 정비구역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을

진행했으나, 7개 구역은 기 수립된 해당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함.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이 계획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으로 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 할 수 있음.

즉,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정비사업은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기준 적용을 하지

않는 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진행이 가능함. 아래 [표

3-5]는심의없이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내용에따라시행된 7개정비구역임.

사업방식 구역수 비고

공동주택

(아파트지구)
7

 · 삼호가든1·2차 재건축(‘10년 준공), 진달래2차 재건축(’10년 준공)

 · 미주아파트 재건축(‘12년 준공), 청담한양(’12년 준공), 개나리5차(‘12년 준공)

 · 랙스아파트 재건축(‘15년 준공), 화곡3주구(’15년 준공)

[표 3-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된 아파트지구 재건축 7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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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 현황 

정비사업 171개 구역들은 평균적으로 2.6회 경미한 변경을 하였음. 재개발

정비구역과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은각각경미한변경횟수평균이 3.4회,

2.9회로 아파트지구(2회), 공동주택 재건축(2.2회) 정비구역 보다 더 많은

횟수의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는 것을 파악 할 수 있음. 특히, 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 84개 구역중 21개 구역(25%)이 경미한 변경을 5회 이상

실시하였음. 한편, 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24개 중 23개 구역이심의 후

경미한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하였음. 아파트지구 재건축정비구역들은 기정

아파트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변경결정은 대부분 ‘09년 4월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 법적상한용적률완화기준을적용하기 위한

도시계획심의 상정이기 때문임.

[그림 3-3] 주요 사업 방식별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현황

경미한 변경 횟수
정비구역 

합계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합

아파트지구 

재건축

공동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

경미한 

변경 

있음

10~15회 미만 3 0 0 0 0 3

5~10회 미만 26 8 0 3 5 18

1~5회미만 106 46 1 17 28 60

소계 135 54 1 20 33 81

경미한 변경 없음(0회) 36 33 23 8 2 3

합 171 87 24 28 35 84

[표 3-6] 경미한 변경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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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변경 종합

중대한 변경 58개 구역 중 56개 구역(96.6%)이 중대한 변경 이후에도

경미한 변경이 일어남. 중대한 변경이 있었던 구역은 58개소(33.9%), 이중

경미한 변경 56개소(32.7%). 중대한 변경이 없었던 구역은

113개소(66.1%), 이 중 경미한 변경 79개소(46.2%). 중대한 변경과

경미한 변경이 있었던 56개 구역 심의 횟수 평균 1.48회로 파악되었음.

중대한 변경 공급방식 구역수 비율 경미한 변경 평균 심의 횟수 사업소요기간

중대한 변경 

있음

○

경미한 변경 56 32.7% 2.82회 1.48회 9.7년

경미한 변경 없음 2 1.2% - 2.00회 12.5년

소 계 58 33.9% 2.72회 1.50회 9.8년

중대한 변경 

없음

×

경미한 변경 79 46.2% 3.29회 1.71회 7.9년

경미한 변경 없음 34 19.9% - 1.41회 6.4년

소 계 113 66.1% 2.30회 1.62회 7.5년

합 계 171
100.0

%
2.44회 1.57회 8.3년

 ※ 심의 횟수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본위원회 및 소위원회 횟수를 기준으로 함

[표 3-7] 정비사업 DB 정비계획 변경 / 위원회 심의 / 사업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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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실태 분석

3.1.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실태 분석 요소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분석 요소 및 분석 기준

본 연구에서는 구청장 권한 의 경미한 변경 요소 중 측정 가능한 항목들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 함.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구청장 권한 경미한 변경 분석

요소는 총 5개 항목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경미한 변경 기준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의한

구청장 권한 변경 기준은 아래 [그림 1-4]와 같음.

정비구역면적, 정비기반시설, 그리고 용적률은 10퍼센트 이내 변경이 경미한

변경 기준이며, 구청장 권한 경미한 변경은 5퍼센트 미만으로 정해져 있음.

건축물의 최고 높이의 변경의 경우 최고높이를 높일 경우, 시장 권한으로

경미한 변경 가능하고, 최고높이를 낮출 경우, 구청장 권한으로 경미한 변경이

가능함. 한편 건립세대수 계획은 경미한 변경으로 10퍼센트 미만 감소 혹은

30퍼센트 이내 증가가 가능하며 이는 구청장 재량으로 경미한 변경 처리가

가능함.

[그림 3-4] 경미한 변경 결정 권한 별  항목 분류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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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분석 방법

분석 방법은 최초 고시문(혹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 내용)과 최종적으로

경미한 변경이 완료된 정비계획 항목 간 차이를 측정함. 시행령에서 제시한

경미한 변경의 기준은 비율(%)로 되어 있기에, 전후 차이는 증가/감소

비율(%)을 계산 함. 단, 최고높이를 높게 하는 경우와 같은 높이에 관한

사항은 절대적인 차이를 계산함. 경미한 변경 기준이 없는 허용용적률과

순부담률의경우도절대적인차이를계산함. 분석요소별세부적인 분석방법은

아래 [표 3-8]과 같음.

분석 요소 분석 방법

정비구역 
규모 
관련

① 정비구역 면적

· 정비구역(변경)지정 시 고시한 구역면적(㎡)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최종 고시된 구역면적(㎡)의 
차이를 비교

정비구역면적변경 최초구역지정시 면적㎡
최종변경시면적㎡최초구역지정시 면적㎡

× 

밀도 
관련

용
적
률

② 최종 용적률*

· 정비구역(변경)지정 시 고시한 용적률(%)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최종 고시된 용적률(%)의 차이를 
비교

용적률변경 최초구역지정시 용적률㎡
최종변경시용적률최초구역지정시 용적률㎡

× 

③ 허용 용적률

· 정비구역(변경)지정 시 고시한 허용용적률(%)*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최종 고시된 허용용적률(%)의 
차이를 비교

허용용적률변경  최종변경허용용적률 최초구역지정시허용용적률

높
이

④ 최고층수

· 정비구역(변경)지정 시 고시한 최고층수(층)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최종 고시된 최고층수(층)의 
차이를 비교

최고층수변경층  최종변경최고층수층 최초구역지정시최고층수층

⑤ 최고높이

· 정비구역(변경)지정 시 고시한 최고높이(m)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최종 고시된 최고높이(m)의 
차이를 비교

최고높이변경  최종변경시최고높이 최초구역지정시최고높이

⑥ 평균층수

· 정비구역(변경)지정 시 고시한 평균층수(층)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최종 고시된 평균층수(층)의 
차이를 비교

평균층수변경층  최종변경시평균층수층 최초구역지정시평균층수층

정비기반
시설 및 
기부채납 

관련

⑦ 기반시설 규모 
변경

· 정비구역(변경)지정 시 고시한 기반시설 규모(㎡)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최종 고시된 기반시설 
규모(㎡)의 차이를 비교

기반시설 규모 변경 ㎡  최초구역 지정 시 기반시설 규모 ㎡ 
최종 시 기반시설 규모 ㎡  최초 지정 시 기반시설규모 ㎡ 

× 

⑧ 순부담률 변경

· 정비구역(변경)지정 시 고시한 순부담률(%)과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최종 고시된 순부담률(%)의 
차이를 비교

순부담률변경  최종변경시순부담률 최초구역지정시순부담률

주택건설 
관련

⑨ 세대수 변경

· 정비구역(변경)지정 시 고시한 건축계획 상 건립세대수(세대)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최종 고시된 
건축계획 상 건립세대수(세대)의 차이를 비교

세대수변경 최초구역지정시 건립세대수세대
최종변경시건립세대수세대최초구역지정시건립세대수세대

× 

*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한 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상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 재건축 정비사업 중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고시문 상 정비계획용적률(임대주택 포함)

* 재개발 정비사업 중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고시문 상 정비계획용적률

[표 3-8]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분석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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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실태 총괄

경미한 변경 분석 자료 항목 별 현황

전체 정비구역의 개수는 171개임에도 모든 항목이 고시문에 기재된 것은

아님. 변경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확보된 최초 혹은 최종 고시문 상에 해당

정비계획 항목이 없거나 누락된 경우 변경 분석이 불가능 하게 됨. 즉,

정비계획 항목 별로 분석 자료의 수(n)가 상이함.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비계획 내용 자료 구축 현황

‘구역 면적’ 의 경우모든정비구역고시문 자료에기재되어있으므로전 171개

전 구역에 대한 분석이 가능했음. ‘용적률’의 경우 164개 구역의 용적률 변경

분석이 가능했는데, 그 이유는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 정비구역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시행 된 정비구역 7개(표 3-6 참고)의

최초정비계획 수립용적률을파악 할수없었기때문임. ‘기반시설규모’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표에 포함되어 있기에 대부분 정비구역 고시문에 기재된

사항이나, 일부 아파트지구 재건축 정비구역 고시문 및 상정자료상에서 해당

정비구역이 포함된 전체 아파트지구의 토지이용계획표를 제시한 관계로

171개 구역 중 10개의 정비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면적 자료가 누락되었음.

‘계획 세대수’의 경우 정비계획 결정 사항이나, 일부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구체적인 세대수를 제시하지 않고, ‘관계법령에 따름’이라 기재된 경우가

있기에 분석 가능한 구역 수는 136개소였음. ‘높이계획’의 경우 171개

정비구역 중 118개 구역에서 최고높이(m)를 제시했고, 141개 구역에서

최고층수(층)를 제시하는 등 높이에 관한 사항은 ‘높이’와 ‘층수’가 혼재되어

일관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음. 관련 법 및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층수’에 관한 사항을 계획 하지 않아도 되나, ‘09년 수립된 「서울플랜

2030」에서 용도지역 별 높이관리기준이 마련된 이후 최근 도시계획

정비구역 지정 심의 때 층수는 필수적인 계획 항목으로 간주되고 있음.

분석 항목 자료 개수(171개 중) 관련 법·령
구역면적(㎡) 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①항 2호
용적률(%) 1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①항 5호

정비기반시설규모(㎡) 161 시행령 제8조 ③항 6호
세대수 1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①항

높이(m)
최고높이(m) 1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①항 5호
(최고층수) (141)

[표 3-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정비계획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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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정비계획 내용 자료 구축 현황

‘허용용적률’이 고시문에 기재된 경우는 17개 구역 뿐이었는데, 그 이유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가 ‘08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연구대상

정비구역들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또한 허용용적률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정비계획 내용이 아니므로, 고시문 상에 필수적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파악됨. ’순부담률(%)‘의 경우 74개 구역의

고시문에서 파악 할 수 있었음. 순부담률은 법·령에서 정한 정비계획 내용은

아니나 공공시설부지제공을통해얻게 되는 인센티브로 증가되는 용적률 산정

방식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이기에 고시문 상 기재된 경우가 다수

있었음.

분석 항목 자료 개수(171개 중) 관련 법·령
허용용적률 (%) 17 없음
순부담률(%) 74 없음

[표 3-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는 정비계획 내용

경미한 변경 가장 많은 항목: 기반시설의 규모. 세대수는 증가 변경하는 추세

변경 빈도가 높은 요소는 ‘구역면적(63.7%)’, ‘기반시설규모(64.9%)’,

‘계획세대수(61.7%)’로 파악됨. 계획세대수의 경우 변경 84개구역 중

66개구역 증가(78.5%)한 것으로 보아 최근 소형평형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추세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변경 빈도가 낮은 요소는

‘최고높이(18.6%)’와 ‘최고층수(5.6%)’로 최초결정 이후 변경이 다른 항목

보다 현저히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음.

[그림 3-5] 경미한 변경 분석 내용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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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비계획 요소 별 경미한 변경 실태 2)

       ① 정비구역 면적 

1. 경미한 변경 실태

정비구역 면적은 10퍼센트 이내까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능하며3),

5퍼센트미만의변경은자치구권한으로변경이가능함4). 171개 정비구역 중

109개 구역(63.7%)이 구역면적 변경이 이루어졌으며, 62개

구역(36.2%)은 구역면적의변경이없었음. 구역 면적은증가혹은감소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변경이 이루어짐. 정비구역 171개 중 61개

구역(35.6%)이 경미한 변경으로 인해 구역면적이 증가했으며, 48개

구역(28.07%)은 면적이 감소했음.

총 합
변경 있음

변경 없음
소계 증가 감소

개수 171 109 61 48 62

비율 100.0% 63.7% 35.6% 28.1% 36.2%

[표 3-11] 정비구역 면적의 경미한 변경 실태 개괄

정비구역 면적 변경 109개 구역 중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구역면적이

변경된 경우는 3개소였으며, 해당 정비구역은 마포구 A 재개발

정비구역(+6.2%), 은평구 A 재개발 정비구역(+6.0%), 그리고 노원구 A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6.15%)이었음. 나머지 106개 구역은 5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구역 면적이 변경되었음. 전체 정비구역의 구역면적 변경비율

평균 값은 0.11퍼센트이며, 정비구역 +0.26퍼센트를 제외하면, 구역 면적

비율이 0.1퍼센트가 채 안됨. [표 3-12]는 정비사업 방식 별 변경 규모 별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2) 경미한 변경 실태 분석 중 사례 별 정비구역은 자치구 이외 정보를 익명으로 처리하였음.

(예: 강남구 A구역, 강남구 B구역)

※ 알파벳은 해당 구역의 이름과 관계 없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항 1호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화경 정비 조례」 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②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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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 권한
변경 구간 구역수

재건축
재개발공동주택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일반)

단독주택

시장 5~10% 미만 감소 1 - - 1
구청장 0~5% 미만 감소 47 1 4 11 31

- 변경 없음 62 22 21 8 11
구청장 0~5% 미만 증가 59 1 3 15 40

시장 5~10% 미만 증가 2 - - - 2

합 171 24 28 35 84
평균 0.11% 0.05% 0.01% -0.09% 0.26%
최대 6.3% 1.3% 0.01% 1.5% 6.3%
최소 -6.15% -0.15% -0.25% -6.15% -2.46%

[표 3-12] 정비사업 방식 별 구역면적 변경 규모 별 실태

2. 경미한 변경 사례 (기준에 불부합)

마포구 A 재개발 정비구역은 구역 지정 시 구역면적이 22,101㎡ 였으나,

4회에 걸친 경미한 변경 과정에서 구역 면적이 23,482㎡ 로 6.2%

증가함(+1381.5㎡). 은평구 A 재개발 정비구역은 총 2회에 걸친 경미한

변경을 통해 최초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 26,060㎡이 최종적으로

27,645㎡로 변경되어 6.08% 증가하였음(+1,382㎡). 노원구 A 재건축

정비구역은 총 3회에 걸친 경미한 변경을 통해 최초 구역면적 18,206㎡에서

최종 17,087㎡로 구역면적이 6.15% 감소함(-1,119㎡). 마포구 A구역의

변경 요인은 ‘구역경계 변경은 없으나 누락된 토지 및 측량에 의한 오차’라

고시문에 기재되어 있었음. 중계1의 변경 요인은 기존 상가(존치)를 구역에서

제척하였기에 면적이 큰 폭 감소하였음.

정비구역 

면적 구분
구역 명 건설 아파트 명

경미한 

변경 횟수

구역 면적 

전

구역 면적 

후

구역면적 

변경(%)

5~10%

미만 감소

노원구 

A구역
노원구 A아파트 3 18,206㎡ 17,087㎡

-6.15%

(-1,119㎡)

5~10%

미만 증가

은평구 

A구역
은평구 A아파트 2 22,101㎡ 23,483㎡

+6.08%

(+1,382㎡)
마포구 

A구역
마포구 A아파트 4 26,060㎡ 27,645㎡

+6.25%

(+1,585㎡)

[표 3-13] 경미한 변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용적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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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구역은 10퍼센트 이내 구역면적 변경으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나,

5퍼센트 이상 변경이기에 시장이 처리해야 할 경미한 변경 사항임. 하지만,

모든 경미한 변경은 자치구 고시로 변경되었음.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1조 ②항 2호에서 정비구역 면적 5퍼센트 미만의

변경에대해서만구청장이처리할수있는정비계획의경미한변경이라정하고

있음. 따라서, 앞서 언급한 3개 정비구역은 정비구역 면적 변경의 범주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함. 단, 노원구 A구역을 제외한 두 개 구역은 자치구

고시로 변경되었음.

3. 자치구 권한 경미한 변경(5% 이내 변경) 실태 (n=106)

한편 앞서 언급한 3개 구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106개 구역은 5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정비구역면적이변경되었음. 구역 면적이 5퍼센트이하증가변경된

정비구역 59개 중 57개 구역이 구역면적 3퍼센트 미만 증가변경 되었음. 즉,

정비구역의 면적 변경은 대부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 및 측량에

의한 오차가 대다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3-6] 정비구역 면적 5% 미만 증가변경 구역 현황

정비구역의 면적이 증가하는 것은 정비구역 인접한 곳에 토지주가 사업에

참여하는것을 의미함. 즉, 자신이가진재산권에대한중대한 결정이수반되는

것이기에 구역 면적의 변경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낮음. 따라서, 구역면적

변경과 관련해서는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이것과 같은 쟁점사항이 없다고 할 수 있음. 단, 구역면적이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변경된 사례의 경우 서울시 고시로 처리되었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엄연히 기준 불부합임. 경미한 변경 결정 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준을 따를 수 있는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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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전체용적률

1. 경미한 변경 실태

용적률은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 간주함.5) 또한,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변경은 구청장이 처리 할 수 있는 변경사항임.6) 171개

구역 중 전체용적률의 변경을 분석 할 수 있는 구역 수는 총 164개임. 7개

구역(4.1%)은 아파트지구 일대 24개 정비구역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맞추어 정비사업 진행한 사례임.

164개 분석 대상 정비구역 중 용적률의 변경이 일어난 구역수는

80개소(46.8%), 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구역은 84개소였음(49.1%).

용적률이변경된 80개 구역중증가한구역은 50개 구역,감소한구역은 30개

구역이었음. 용적률이 증가한 50개 구역은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2.33퍼센트

증가하였으며, 감소한 30개 구역은 평균적으로 용적률이 1.30퍼센트

감소하였음. 171개 구역의 최종용적률 변화 실태는 [표 3-14]와 같음.

구분 전체 분석 대상
변경 있음

변경 없음 자료 누락
소계 증가 감소

변경 빈도
171

(100.0%)

164

(95.9%)

80

(46.8%)

50

(29.2%)

30

(17.5%)

84

(49.1%)

7

(4.1%)

평균 - - +0.97% +2.33% -1.30% 0 -

[표 3-14]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전체용적률 변화 개요

사업방식 별 용적률 변경 실태를 분석 한 결과, 재개발 정비구역의 용적률

증가변경이 다른 사업방식 보다 더 빈번히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었음. 재개발

정비구역 84개 중 36개 구역(42.9%)이 용적률을 증가변경했으며, 15개

구역(17.9%)이 용적률을 감소변경 했음. 171개 정비구역의 사업방식 별

용적률 변경 규모 별 실태는 [표 3-15]과 같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항 7호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화경 정비 조례」 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②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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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 권한
변경 구간 구역수

재건축
재개발공동주택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일반)

단독주택

구청장
0~5% 미

만 감소

30

(-1.30%)

· 5

(-0.51%)

10

(-1.38%)

15

(-1.51%)
- 변경 없음 84 17 19 15 33

구청장
0~5% 

미만 증가

45

(+1.47%)
·

4

(+0.41%)

7

(+1.10%)

34

(+1.67%)

시장
5~10% 

미만 증가

4

(+7.11%)

· · 2

(+7.16%)

2

(+7.06%)
10%

이상 증가

1

(+21.82%)
· ·

1

(+21.82%)
·

합 171 24 28 35 84
평균 - 0 -0.03% +0.86% +0.58%
최대 - 0 +0.99% 21.8% +8.38%
최소 - 0 -2.00% -3.89% -3.49%

[표 3-15] 정비사업 방식 별 용적률 변경 규모 별 실태

2. 경미한 변경 사례 

용적률이 5퍼센트 이상 변경 되어 시장권한으로 처리할 경미한 변경은

단독주택 정비구역 2개소, 재개발 정비구역 2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한편

용적률이 10퍼센트이상변경된사례구역도단독주택 1개 구역이있었음. 5개

구역은 모두 5퍼센트 이상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장권한으로 처리가능한

변경이나, 구청장 고시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경미한 변경 기준에 불부합한

사례라 할 수 있음. 대부분 정비구역의 과도한 용적률 상향은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계획용적률 20퍼센트

상향과「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인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기준

적용인데, 이러한 사항들이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경미한 변경 처리된 이유는

당시 계획변경과 법 개정 사항과 관련한 방침과 기준에서 심의 없이 적용기준

변경을 인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7)

[표 3-16]은 171개 정비구역 중 전체 용적률이 5퍼센트 이상 변경된 5개

구역의 구역 명과 변경 횟수 및 용적률 변경 사항을 보여주고 있음. 양천구 A

재건축 정비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들은 앞서 언급한 기본계획 변경과 법

개정 사항이 경미한 변경 처리로 반영된 사례임.

7) 제2장 관련 제도(법·령 및 계획) 검토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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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변경으로 용적률이 가장 크게 증가된 정비구역은 관악구 A

재건축정비구역(+53.7%). 관악구 A 재건축정비구역은 ‘09년 8월

변경고시에서 정비계획용적률 246.26퍼센트로 결정되었으나, ’11년 3월

경미한 변경 고시 때 예정법적상한용적률 300퍼센트로 용적률을 변경함.

경미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용적률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변경 된 이유는

‘09년 4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임대주택의무비율 사업방식을 법적상한용적률 기준 적용을 통한

재건축소형주택 방식을 택했기 때문. 경미한 변경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09년 6월 국토교통부 방침을 따랐으므로 법에 위배된 것은 아님.

한편 양천구 A 재건축 정비구역은 최초 정비구역 지정 시 용적률

199.81퍼센트에서 최종 정비계획 변경 시 용적률 210.02퍼센트로 경미한

변경으로 용적률이 5.14퍼센트 증가하였음.

용적률 

변경
구역 명

건설 아파트 

명

경미한 

변경 횟수

용적률 

전

용적률 

후
용적률 변경

5~10%

미만 증가

양천구 A 

재건축

양천구 A 

아파트
2 199.81% 210.02%

5.14%

(+10.26%)

은평구 B 

재개발*

은평구 B

아파트
6 242.56% 256.5%

5.75%

(+13.94%)

마포구 A 

재개발*

마포구 A 

아파트
4 250% 271%

8.38%

(+20.88%)

은평구 C 

재건축**
은평구 C 아파트 5 221% 241.3%

9.19%

(+24.30%)

10%이

상 증가

관악구 A 

재건축**

관악구 A 

아파트
2 246.26% 300%

21.82%

(+53.74%)

* ‘10년 3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 계획용적률 20% 상향 적용

** ‘09년 4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법적상한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표 3-16] 용적률 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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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역 면적 별 경미한 변경과 관련 요소 변경(연면적)

같은 비율의 용적률 변경임에도 구역면적의 차이에 따라 연면적 변화가 크게

나타남. 구역 면적 2.5만제곱미터 미만 정비구역 중 용적률이 5퍼센트 미만

증가한 15개 구역은 평균적으로 연면적이 337제곱미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구역 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7.5만제곱미터미만 정비구역 중

용적률이 5퍼센트 미만 증가한 10개 정비구역은 평균적으로 연면적이

780제곱미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동일한 비율의 용적률 변화라도

정비구역의 면적에 따라 연면적 변화가 2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용적률증가로인해연면적변화가상대적으로큰지역은성동구 A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용적률 이 4.5퍼센트 증가되는 과정에서 연면적이

7,226제곱미터 증가했음. 일반적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는 공급면적

기준 100제곱미터 규모의 주택을 건설 할 수 있는 규모인데, 연면적

7,000제곱미터 이상 증가는 100제곱미터 규모 주택을 70개 더 건설 할 수

있는 큰 규모임. 이와 같이 같은 비율의 용적률 변경이라 하더라도 구역면적에

따라 실제 사업 상 변경 되는 정도의 크기가 상이하게 나타남. 특히, 대규모

정비구역과 소규모 정비구역은 그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됨.

정비구역 면적 구분 구역수
변경 

없음

구청장 권한 변경 결정 시장 권한 변경 결정
용적률 0~5% 

미만감소

(구역수)

용적률 0~5% 미만증가

(구역수)

용적률 5~10%미만증가

(구역수)

2.5만㎡ 미만 32 29
-710㎡

(14)

+337㎡

(15)

+3,841㎡

(3)

2.5만 – 5만㎡ 미만 24 30
+598㎡**

(8)

+357㎡

(16)
-

5만 - 7.5만㎡ 미만 16 15
-2,323㎡

(5)

+780㎡

(10)

+6,697㎡

(1)

7.5만 - 10만㎡ 미만 4 5
-455㎡

(2)

+5㎡

(2)
-

10만 - 12.5만㎡ 미만 1 2 -
+7,226㎡

(1)
-

15만㎡ 이상 2 3
-8,105㎡

(1)

+875 ㎡

(1)
-

총합계 79* 84 (30) (45) (4)
  * 164개 중 용적률 변경 없는 구역 84개, 10%이상 증가 1개 구역 제외  

** 용적률이 감소했지만, 전체 연면적 평균값이 증가한 이유는 대지면적 증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

[표 3-17] 정비구역 면적 별 용적률 변경 구간 별 연면적 변경의 평균 현황 (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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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허용용적률

1. 경미한 변경 실태

허용용적률은 기준용적률에 인센티브를 합산한 용적률로서 최대 20%까지

부여 될 수 있음.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신청시기는 정비계획 입안 시 인센티브

항목을 명기하여 해당위원회 심의 상정하고, 인센티브 부여 시 인센티브

항목을 결정도서에 조건부로 명기하도록 함.8) 아래는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제시된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임.

허용용적률은기준용적률과상한용적률 사이에정해지기때문에 허용용적률을

부여 받는 경우 공공시설 부지 제공부담을 덜어낼 수 있음.

구분 기준 허용 상한 법적상한 비고

제1종일반주거지역 조례상 용적률(150%) 이하

4층 

이하(필로티포함) 

정비사업 가능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70% 190% 250% 250%

제2종일반주거지역 190% 200% 250%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210% 230% 250% 300%

준주거지역 300% 320% 400% 500%

자료출처: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p. 223.

[표 3-18]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

한편 171개 정비구역 중 허용용적률을 적용한 정비구역은 17개구역. 이 중

13개 구역은 허용용적률의 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했으며, 4개 구역은 경미한

변경으로 허용용적률을 변경처리했음. 4개 구역 중허용용적률이증가 변경된

구역은 1개구역이며, 감소 변경된 구역은 3개 구역. [표3-19] 은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허용용적률 변경 사항을 보여주고 있음.

8)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p. 223-224.

구분 전체 분석 대상
변경 있음

변경 없음
미적용 또는 

자료 누락소계 증가 감소

변경 빈도
171

(100.0%)

17

(9.94%)

4

(2.34%)

1

(0.58%)

3

(1.75%)

13

(7.6%)

154

(90.6%)

평균 변경 

용적률
- - 7.5% 5% 8.3% - -

[표 3-19]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허용 용적률 변화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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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미한 변경 사례  

허용용적률이 변경 증가된 경우는 강동구 A 재건축 정비구역으로(+5%),

‘12년 4월 정비구역 지정 시 기준용적률 190퍼센트, 허용용적률

195퍼센트로 결정되었으나, ’13년 6월 경미한 변경으로 기준용적률 1905,

허용용적률 200퍼센트 증가변경 되었음. 강동구 A 재건축 정비구역의

허용용적률 변경 사유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10.6)' 및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11.1) '상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개정사항을

적용했기 때문임.

한편 경미한 변경으로 허용용적률이 감소 변경 처리된 구역은 3개 구역으로

파악되었음. 강남구 A 재건축 정비구역은 ‘10년 1월 구역지정 시 기준용적률

240.26퍼센트, 허용용적률 이 255.26퍼센트였으나, ’10년 11월 정비계획

벼경으로 허용용적률이 247.26퍼센트로 8퍼센트 감소 하었음. 중랑구 A 및

B 재건축 정비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이후 허용용적률이 감소한 경우임.

중랑구 A 구역의 경우 ‘10년 11월 변경 결정 시 기분용적률 170%,

허용용적률 175%를 부여 받았으나, ’13년 8월 경미한 변경으로

허용용적률이 170%으로감소변경되었음. 중랑구 B구역의경우 ‘10년 12월

기준용적률 210%, 허용용적률 22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되었으나, ’18년

3월 경미한 변경으로 허용용적률 210%으로 12%감소 변경되었음.

허용용적률이 경미한 변경으로 감소한 경우는 모두 우수디자인 항목과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항목이 삭제된 경우로, 건축위원회심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됨.

구분 구역명
경미

변경

허용용적률 적용 인센티브 요소

전 후 차이 전 후

증가 강동구 A 재건축 1 5% 10% 5%

에너지절약형 설계 2%
지속가능형 건축구조 7%

신재생에너지2%

친환경계획 3%
친환경최우수 3%

감소

강남구 A 재건축 1 15% 7% 8%

우수디자인 10% 삭제

에너지절약형설계 2% 에너지절약형설계 4%

친환경계획 3% 친환경계획 3%

중랑구 A 재건축 3 5% 0% 5% 우수디자인 5% 삭제

중랑구 B 재건축 5 12% 0% 12%
우수디자인 5% 삭제

지속가능형건축구조7% 삭제

[표 3-20] 허용용적률의 경미한 변경 사례(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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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고높이(m)

1. 경미한 변경 실태

최고높이의변경은경미만사항으로정해져있음.9) 최고높이를낮게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처리 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임.10) 따라서,

최고높이를 증가변경 하는 경우는 시장이 처리해야 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서울시 고시로 변경처리 되어야 함. 정비사업 171개 구역 중 최고높이(m)의

경미한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11개(64.9%)였으며, 이 중

89개 구역(52.0%)은 경미한 변경 시 최고높이 변경이 없었음. 경미한

변경으로 인해 최고높이가 증가변경 된 구역은 9개 (5.3%), 감소변경 된

구역은 13개(7.6%)였음.

구분 전체 분석 대상
변경 있음

변경 없음 자료누락
소계 증가 감소

변경 빈도
171

(100.0%)

111

(64.9%)

22

(12.9%)

9

(5.3%)

13

(7.6%)

89

(52.0%)

60

(35.1%)
최고높이 

변경 평균
- - -1.74m +1.65m -4.09m - -

[표 3-21] 최고높이 변경 실태 개괄

2. 경미한 변경 구역별 사례

최고높이를 증가 변경한 9개 구역 모두 구청장권한으로 최고높이를 변경했음.

성북구 A 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 자치구 권한으로 최고높이를 4.25m 상향

변경했고, 이 과정에서 최고층수가 2층 증가했음.

구분 구역명 경미한 변경
최고높이 최고층수

변경 결정 대상
전 후 차이 전 후 차이

증가

성북구 A 6 45.75m 50m ▲ 4.25m 15 17 2층 자치구 고시
서대문구 A 4 29m 31.6m ▲ 2.6m - - - 자치구 고시
중랑구 C 8 71.55m 73.85m ▲ 2.3m 25 25 0 자치구 고시
은평구 D - 45m 46m ▲ 1m - - - 자치구 고시
은평구 E - 45m 46m ▲ 1m - - - 자치구 고시
성동구 B 4 134m 135m ▲ 1m - - - 자치구 고시
은평구 F - 45m 46m ▲ 1m - - - 자치구 고시
도봉구 A 3 51.6m 52.6m ▲ 1m 18 18 0 자치구 고시
동대문 A 2 71.6m 72.3m ▲ 0.7m 24 24 0 자치구 고시

[표 3-22] 최고높이의 경미한 변경 사례 (n=9)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항 8호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항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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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최고층수(층)

1. 경미한 변경 실태

최고층수는 법·령·조례상 정비계획의 내용이나 경미한 변경 처리 항목으로

정해져있지않음에도불구하고, 우리 시정비계획심의시중요한계획항목임.

특히 ‘14년 4월 「203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계획

내용에서 제시한 ‘중심지체계 및 용도지역 별 높이기준’의 영향으로 이후

최고층수는 반드시정비구역 (변경)지정심의내용과 결정고시문에 필수적으로

기재되고 있음.11)

정비사업 171개 구역 중 최고층수(층)의 경미한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35개(82.46%)로 파악되었음. 이 중 127개 구역은

최고층수의 변경 없이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으며, 8개 구역은 경미한 변경으로

최고층수가 변경 처리됨. 8개 구역 중 3개 구역은 최고층수가 증가했으며,

평균적으로 1.3층 높게 변경됨. 5개 구역은 최고층수가 감소했으며,

평균적으로 5.2층이 낮게 변경됨.

구분 전체 분석 대상
변경 있음

변경 없음 자료 누락
소계 증가 감소

변경 빈도
171

(100.0%)

135

(78.95%)

8

(4.68%)

3

(1.75%)

5

(2.92%)

127

(74.27%)

36

(21.05%)

최고층수 

변경 평균
- - 3.7층 1.3층 5.2층 - -

[표 3-23] 최고층수 변경 실태 

2. 경미한 변경 구역별 사례

최고층수가상향변경된 3개구역은성북구 A재개발정비구역, 성북구B 재개발

정비구역그리고동작구 A재개발정비구역임. 이들구역은각각경미한변경으로

최고층수가2층, 1층, 1층씩상향변경되었음. 최고층수상향한 3개구역은모두

자치구고시로 변경되었음.

11) 「203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는 기성시가지 내 무분별한 초고층 난립을 방지하

고, 도시경관 및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계획적인 높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심지 위계별

최고층수를 차등관리 함. 제2종일반 25층 이하, 제3종일반 35층 이하 등 (p.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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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A 재개발 정비구역은 ’08년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10년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10년 경미한

변경(2차)으로 기준용적률을 190퍼센트에서 210퍼센트로 변경하였음. 이에

따라 최고층수를 2개 층 높임. 경미한 변경으로 용적률이 11퍼센트

증가하였음 (227% → 238%).

성북구B 재개발 정비구역은 ‘13년 1월 변경결정 당시 최고층수를 22층으로

계획하였으나, ’14년 5월 경미한 변경으로 최고층수를 23층으로 변경.

하였음. 최고높이의 변경은 없기에 기준에 불부합한 경우는 아님.

동작구A 재개발 정비구역은 ‘06년 12월 구역지정 되었으며, 당시 최고층수

24층으로 계획되었으나, 이후 경미한 변경과정에서 최고층수가 25층으로

상향변경 됨. ’14년 4월 착공을 앞두고 실제 시공계획에 맞추어 정비계획 상

최고층수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됨.

성북구 A 재개발 정비구역과 동작구 A 재개발 정비구역은 자치구 고시로

최고층수를 증가변경 처리하였고, 동시에 최고높이도 증가변경 처리했기

때문에, 기준에 불부합한 사례라 할 수 있음.

구역수 구역명
경미

변경

최고층수 최고높이
변경 결정

전 후 차이 전 후 차이

증가

성북구 A 재개발 6 15층 17층 ▲ 2층 49.5m 50m ▲0.5m 자치구 고시

성북구 B 재개발 2 22층 23층 ▲ 1층 70m 70m 0m 자치구 고시

동작구 A 재개발 7 24층 25층 ▲ 1층 72m 75m ▲3m 자치구 고시

[표 3-24] 최고층수 증가변경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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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평균층수

1. 경미한 변경 실태 

평균 층수의 경미한 변경 기준은 법·령·조례 상에 정해져 있지 않음.

평균층수를 제시한 구역 수는 171개 중 58개 구역(33.9%). 평균 층수 증가

구역 3개 구역. 최초 결정 고시 때 평균층수 제시했으나, 최종 고시에서 삭제

된 경우 2개 구역. 정비구역 지정 심의 때 평균층수를 제시했으나, 최종

고시에서 삭제된 경우는 10개 구역으로 나타남. [표 3-25]은 평균층수 변경

현황을 보여주고 있음.

구분 전체 분석 대상
변경 있음

변경 없음 미적용
소계 증가 감소

변경 빈도
171

(100.0%)

58

(33.92%)

3

(1.75%)

3

(1.75%)

0

(0%)

55

(32.16%)

113

(66.08%)

평균층수 

변경
- - 0.46층 0.46층 0 - -

[표 3-25] 평균층수의 경미한 변경 사례 (n=3)

2. 경미한 변경 구역별 사례

평균층수가 증가 변경된 구역은 마포구 B 재건축 정비구역, 마포구 C 재개발

정비구역, 그리고 동대문구 B 재개발 정비구역임. 평균층수 변경으로 인해

최고높이나 최고층수가 변경되는 경우는 없었음. [표 3-26]은 평균층수

증가변경 된 3개 구역의 높이 관련 변경이력을 보여주고 있음.

구분 구역명
경미

변경

평균층수 최고높이 최고층수
변경 결정

전 후 차이 전 후 차이 전 후 차이

평균

층수

증가

마포 B 8 18층 19층 ▲1층 - - - 21층 21층 0층 자치구

마포 C 4 17.8층 18층 ▲0.2층 64m 64m 0m - - - 서울시

동대문 B 3 12.42층 12.6층 ▲0.18층 50.2m 50.2m 0m 17층 17층 0층 자치구

[표 3-26] 평균층수의 경미한 변경 사례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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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

1. 경미한 변경 실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규모를 10퍼센트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함.12) 또한 규모의 5퍼센트 미만 변경은

구청장이처리할수있는정비계획의경미한변경사항임.13) 정비사업 171개

구역중정비기반시설규모의변경실태를확인 할수있는자료의수는 161개

구역이며 그 중 74개 구역(43.3%)이 증가변경, 37개 구역(21.6%)이

감소변경 되었음. 정비기반시설 규모가 증가변경 된 74개는 평균적으로

235㎡만큼 증가했으며, 감소변경 된 37개 구역은 평균적으로 86㎡

감소되었음.

구분 전체 분석 대상
변경 있음

변경 없음 자료 누락
소계 증가 감소

변경 빈도
171

(100.0%)

161

(94.2%)

111

(64.9%)

74

(43.3%)

37

(21.6%)

50

(29.2%)

10

(5.8%)

평균 변경 

면적
- - 128 ㎡ 235㎡ 86㎡ - -

[표 3-27]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 실태 개괄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변경이 일어난 111개 구역 중 74개 구역은 증가했고,

37개 구역은 감소했음. 증가한 구역 74개 중 5%미만 증가로 구청장

결정가능한 경미한 변경은 59개 구역, 5%이상 10%미만증가로시장이결정

처리해야 하는 경미한 변경은 9개 구역으로 파악되었음. 한편 경미한 변경

기준을 초과한 기반시설 규모의 10%이상 변경이 이루어진 구역은 6개

구역으로 기준에 불부합 한 사례로 파악됨. [그림 3-28]는 분석이 가능한

161개 구역의 기반시설 변경 규모별 변경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 ④항 2호

1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②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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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권한 변경 구간 전체
재건축

재개발공공주택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일반)
단독주택

시장 5~10% 미만 감소 4 · · 1 3

구청장 0~5% 미만 감소 33 · 3 10 20

- 변경 없음 50 14 20 10 6

구청장 0~5% 미만 증가 ▲ 59 1 5 12 41

시장 5~10% 미만 증가 ▲ 9 · · 2 7

기준초과 10% 이상 증가 ▲ 6 · · · 6

합 161 15 28 35 83

[표 3-28] 정비사업 방식 별 기반시설 변경 규모 별 실태

2. 경미한 변경 구역별 사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정비기반시설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증가 된

6개 구역은 모두 재개발정비구역으로 파악되었음. 변경 유형은 두가지로 분류

할 수 있음. 첫째는 경미한 변경이 누적되어 기준을 초과한 사례임.

강북구 A 재개발 정비구역의 경우, ‘06년 4월 구역지정 시 기반시설 규모가

2,124제곱미터 였으며, 이후 ’08년 6월 경미한 변경(3차) 시 기반시설

면적이 2,293.8제곱미터로 이전 대비 7.9퍼센트 증가했음. 이후에 ‘10년

9월 경미한 변경(5차) 때 기반시설 규모가 2,467.9제곱미터로 다시

7.59퍼센트 증가했음. 결과적으로 최초구역지정 시기반시설규모와 최종변경

시 기반시설 규모는 16.19퍼센트 증가하게 되었음. 강북구 A 재개발

정비구역 사례는 두가지 측면에서 불부합함. 첫째, 기반시설 규모의 5퍼센트

이상 변경을 구청장 권한으로 결절 처리했음. 둘째, 여러 번에 걸친 경미한

변경으로 기반시설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상향되어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초과했음.

누적된 변경으로 인해 기준초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사업의 변경이력 및

경미한변경의 계산이복잡하기 때문. 강북구 A재개발정비구역의경우 ‘06년

12월 최초구역지정되었고, ’10년 9월 준공 시 까지 5회 경미한 변경이

일어났음. 이 사례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및 항목 별 변경이력

DB화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음.

[표 3-29]은 경미한 변경 기준에 불부합한 기반시설 규모 10퍼센트 이상

증가변경 된 정비구역 명과 변경 이력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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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구역명

건립 

아파트명

경미한 

변경 

횟수

정비기반시설 

면적 전(㎡)

정비기반시설 

면적 후(㎡)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

정비기반시설 

규모 변경(%)

강북구 A 

재개발 *

강북구 A 

아파트
3 2,124.04 2,467.90 343.86 16.19%

중구 A

재개발 **

중구 A 

아파트
4 7,482.00 8,692.00 1210.00 16.17%

은평구 G

재개발**

은평구 G 

아파트
4 4,653.00 5,246.3 593.30 12.75%

도봉구 A

재개발*

도봉구 A 

아파트
3 4,002.90 4,442.10 439.20 10.97%

성동구 C

재개발**

성동구 C 

아파트
5 14,421.60 15,892.10 1470.50 10.20%

성동구 D

재개발**

성동구 D 

아파트
2 14,421.60 15,892.10 1470.50 10.20%

 * 여러번에 걸친 경미한 변경이 누적되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1번의 경미한 변경 과정에서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성동구 C 및 성동구 D 재개발 정비구역은 구역명은 다르나, 토지이용계획은 함께 수립됨. 따라서,  

정비기반시설 변경 사항도 두 개 구역 모두 동일함. 

[표 3-29] 경미한 변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 6개 구역

3. 자치구 권한 경미한 변경(5% 이내 증가 변경) 세부 사항 분석 (n=51)

정비기반시설의 규모 변경이 5퍼센트 미만 증가인 51개 구역의 변경구간 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1퍼센트 미만 변경이 25개(49.0%), 2퍼센트 미만

변경이 36개(70.6%, 누적)로 나타났음. 즉, 0퍼센트에 가까운 변경이

다수를 차지하고있는것은 사업시행 과정에서불가피하게변경된 경우라 예측

할 수 있는 부분임.

[그림 3-7] 정비기반시설 규모 5% 미만 증가변경 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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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순부담률(%) 변경

1. 경미한 변경 실태

순부담률(%)은 법·령·조례 상에 정해진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기준 역시 정해진 것이 없음. 하지만,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용적률 인센티브 상정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주요한 심의사항이며, 171개 정비구역 중

75개 구역의 고시문을 통해 변경 사항을 분석 할 수 있었음.

순부담률 변경 사항을 분석 할 수 있는 75개 정비구역 중 21개

구역(12.3%)이 순부담률을 증가변경 했으며, 18개 구역(10.53%)이

감소변경 했음. 36개 구역(21.1%)은 순부담률의 변경 없이 정비사업을

진행했음. [표 3-30]은 171개 구역중 순부담률 변경사항 분석이 가능한

74개 구역의 증가 및 변경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총 합
변경 있음

변경 없음 자료 누락
소계 증가 감소

171 39 21 18 36 96

100.0% 22.2% 11.7% 10.53% 21.0% 56.14%

[표 3-30] 순부담률 변경 실태 개괄

2. 경미한 변경 구간 별 실태

171개 정비구역 중 순부담률의 변경을 구간 별로 분석 한 결과, 0~5퍼센트

미만 증가변경 구간의 빈도가 21개 구역으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

21개 구역의 순부담률은 평균적으로 0.6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한편

0~5퍼센트 감소변경 구산의 빈도는 15개 구역이었으며, 평균적으로

순부담률이 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즉, 순부담률 변경이 이루어진 39개

구역 중 36개 구역은 변경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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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3개 구역은 5퍼센트 이상 감소변경 된 것으로 파악되었음. 순부담률이

5~10퍼센트 미만 감소변경 된 구역은 2개 구역이었으며, 10퍼센트 이상

감소변경된 구역은 1개 구역이었음. 순부담률의 5퍼센트 이상 변경은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의 변화와 이에 따른 용적률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해당 구역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표 3-31]는 정비사업 방식 별

순부담률 변경 규모 별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결정권

자

순부담률 변경 

구간
구역수

재건축

재개발공공주택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일반)

단독주택

기준 

없음

15% 이상 감소
1

(-10.52%)
· ·

1
(-10.52%)

·

5~10%미만 감소
2

(-6.72%)
· ·

1
(-6.86%)

1
(-6.57%)

0~5% 미만 감소
15

(-1.00%)
·

1
(-0.08%)

9
(-1.35%)

5
(-0.55%)

변경 없음 36 16 14 4 2

0~5%미만 증가
21

(+0.64%)
0

(0%)
3

(+0.44%)
10

(+0.63%)
8

(+0.71%)
합 75 16 18 25 16

평균 -0.34%* 0.00% +0.07% -0.93% -0.23%
최대 2.65% 0.00% 0.59% 1.50% 2.65%
최소 -10.52% 0.00% -0.08% -10.52% -6.57%

※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구간의 순부담률 변경 평균치임

* 순부담 변경이 없는 36개 구역을 포함한 평균

[표 3-31] 정비사업 방식 별 순부담률 변경 규모 별 실태

3. 경미한 변경 사례 및 변경 요인 

순부담률이 5퍼센트 이상 감소 변경된 구역의 변경 이력을 분석 한 결과, 각

구역 별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음.

첫째, 개발 가능용적률을 상한용적률 범위 내로 낮추기 위한 변경사항임.

노원구 B 재건축 정비구역의 경우 ‘10년 6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순부담률 17.86퍼센트, 개발가능용적률 273.47퍼센트, 정비계획용적률

246%, 그리고 법적상한용적률을 280.37퍼센트로 계획했으나, ’17년 2월

경미한 변경(2차) 고시로 순부담률 11퍼센트, 개발가능용적률

249.08퍼센트, 정비계획용적률 246퍼센트, 그리고 법적상한용적률을

280.37퍼센트로 변경했음. 법적상한용적률은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순부담률을 낮추어 개발가능 용적률을 상한 용적률 (250%)이하로 낮추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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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10년3월「2010 서울특별시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으로

계획용적률이 20퍼센트상향되어,순부담률을낮춘경우임.은평구 H 재개발

정비구역은 ’10년 3월 정비구역 지정 시 순부담률 17.12퍼센트, 기준용적률

190퍼센트, 정비계획용적률 242.03퍼센트로 계획하였으나, ‘12년 4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1차)로 순부담률 9.81퍼센트, 기준용적률

210퍼센트, 정비계획용적률 242.03퍼센트로 변경하였음. 기본계획의

변경으로 기준용적률이 20퍼센트 상향되었기에, 그만큼의 공공기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부담률을 경미하게 변경처리한 것으로 판단됨.

셋째,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산정 방식의 변화로 인한 순부담률이 감소한

경우임. 서대문구 B 재건축 정비구역은 ‘10년 3월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완화

심의 때 순부담률 17.15퍼센트, ‘10년 6월 경미한변경(1차) 고시 때

순부담률이 19.01퍼센트였으나, ’16년 경미한 변(3차)경으로 순부담률을

6.63퍼센트로 낮춤. 그 이유는 순부담률 산정 시 사용되는 항목에서 대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면적을 공공시설부지 산정 면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

[표3-32]은 순부담률이 5퍼센트 이상 감소변경된 정비구역의 변경이력과

변경요인을 보여주고 있음.

정비 구역명 건립 아파트명
경미

변경

 

순부담률
순부담률 순부담률 

변경(%)
요인

노원구 B 노원구 B 아파트 2 17.9 11.04 -6.86 *

은평구 H 은평구 H 아파트 5 17.12 10.55 -6.57 **

서대문구 B 서대문구 B 아파트 3 17.15 6.63 -10.52 ***

*  개발 가능용적률을 상한용적률에 맞춤 273.47%→249.08% 

**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한 계획용적률 20% 상향

***대지(택지) 내 용도폐지 되는 기존기반시설 면적 순부담에서 제외

[표 3-32] 순부담률 5%이상 감소변경 정비구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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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세대수 변경 

1. 경미한 변경 실태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는 30퍼센트 이내

증가 혹은 10퍼센트 이내 축소 변경은 구청장이 처리 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임.14) 171개 정비구역 중 세대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136개 구역으로 전체 171개 구역의 79.5퍼센트에 해당함.

세대수의 변경은 증가변경하는 추세로 파악됨. 66개 구역(38.6%)은 경미한

변경으로 인해 세대수가 증가했으며, 18개 구역은 감소하였음(10.5%).

변경이 없는 구역은 52개 구역(30.4%)임. [표 3-33]는 171개 정비구역의

세대수 변경 사항을 보여주고 있음.

구분 전체 분석 대상
변경 있음

변경 없음 자료 누락
소계 증가 감소

변경 빈도
171

(100.0%)

136

(79.5%)

84

(49.1%)

66

(38.6%)

18

(10.5%)

52

(30.4%)

35

(20.5%)
평균 변경 

세대수
- - 59세대 82세대 -27세대 - -

[표 3-33] 세대수의 변경 실태 현황 및 기준

2. 경미한 변경 구간 별 실태

세대수 변경이 이루어진 84개 구역의 변경 범위 빈도를 분석 한 결과,

10퍼센트 이상 감소 변경하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구역이 1개 발견되었음.

은평구 I 재개발 정비구역은 ‘05년 9월 정비구역 최초지정 시 계획 세대수가

167세대였으며, ’07년 6월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으로 139세대로 계획하여

최초 구역지정 대비 28세대 감소변경하였음(-16.7%).

전체 구역의 평균적인 세대수 변경은 4.0퍼센트 상향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세대수 변경 없는 경우 제외 시 6.5퍼센트 상향), 사업방식 별

평균은 단독주택 재건축 +7.5퍼센트, 재개발 +3.1퍼센트, 공동주택

+4.0퍼센트, 아파트지구 재건축 –0.1퍼센트 순 임. 한편, 경미한 변경으로

세대수가 증가된 66개 구역들 중 26개 구역이 0~5퍼센트 미만 증가한

것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세대수가 상대적으로 큰 비율로

증가한 20퍼센트이상 증가 한 구역 수는 7개 구역으로 파악되었음.

1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항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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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변경 구역수

재건축

재개발공동주택 
(아파트지구)

공동주택 
(일반)

단독주택

10% 이상 감소
1

(-16.7%)
· · ·

1

(-16.7%)
5~10%미만 감소 2 · · · 2

0~5% 미만 감소 15 1 5 1 8

변경 없음 52 16 12 6 18

0~5% 미만 증가▲ 26 · 4 11 11

5~10%미만 증가▲ 10 · · 5 5

10~15% 미만 증가▲ 16 · 1 6 9

15~20% 미만 증가▲ 7 · 3 1 3

20~25% 미만 증가▲ 3 · 1 2 ·

25~30% 미만 증가▲ 4 · 1 2 1

총합계 136 17 27 34 58

평균 +4.0%* -0.1% +4.0% +7.5% +3.1%

* 세대수변경이 없는 52개 구역을 포함한 평균

[표 3-34] 정비구역면적 별 사업방식 별 건립세대수의 경미한 변경(세대수) n=136

3. 경미한 변경 구역별 사례(기준에 부합, 과도한 변경) 

20~30퍼센트 미만 증가 변경된 7개 구역의 실제 세대수 변경사항을 분석 한

결과, 같은 비율 구간이라 하여도 세대수의 변경 절대수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계획세대수의절대적인규모가큰강동구 B 재건축정비구역은최초

정비구역 (변경)지정 시 4064세대였고, 경미한 변경으로 4932세대로

868세대가 증가함(+21.36%). 반면, 서초구 A 재건축 정비구역은

구역지정 시 계획세대수 290세대에서 최종변경 시 353세대로 63세대

증가함(+21.72%). 두 구역 모두 세대수가 약 21퍼센트 증가하여 비율 상

동일한 변경이지만, 절대적인 규모의 차이는 약 800세대 정도의 차이를 보임.

[표 3-35]은 세대수 변경이 20~30퍼센트 미만 증가한 정비구역의 변경

이력을 보여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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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명 준공 아파트 명 전 세대수
후 

세대수

세대수 변경

(비율)

서대문구 A 재건축 서대문구 A 아파트     228    296 68세대(+29.82%)

동작구 B 재건축 동작구 B 아파트     709    897 188세대(+26.52%)

성동구 E 재개발 성동구 E 아파트     568    713 145세대(+25.53%)

은평구 J 재개발 은평구 J 아파트     541    678 137세대(+25.32%)

서초구 A 재건축 서초구 A 아파트     290    353 63세대(+21.72%)

강동구 B 재건축 강동구 B 아파트  4,064 4,932 868세대(+21.36%)

동작구 C 재건축 동작구 C 아파트     791    959 168세대(+21.24%)

[표 3-35] 세대수 변경 20~30% 미만 증가 정비구역

171개 정비구역 중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 증가한 구역수는 5개로 모두

강동구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인 것으로 나타났음. 해당 정비구역들은 면적이

8만㎡이상 대규모 정비구역으로, 계획 세대수가 1400세대에서

4000세대까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5개 구역들은 모두 200세대 이상

변경되었으나 변경비율은 강동구 B 정비구역을 제외하고 모두 10~20%

사이 증가되었음. 제2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71개 정비구역의 평균

세대수는 593세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동구 일대 대규모 정비구역의

세대수 변경은 일반적인 정비구역 전체 세대수와 비견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구역명

(구역면적)
준공 아파트 명

계획세대수

전

계획세대수

후

세대수 변경

(비율)

강동구 B 재건축

(246,210㎡)
강동구 B 아파트 4,064 4,932 868세대(+21.36%)

강동구 A 재건축

(211,408㎡)
강동구 A 아파트 3,479 1,066 587세대(+16.87%)

강동구 C 재건축

(194,302㎡)
강동구 C 아파트 3,295 3,658 363세대(+11.02%)

강동구 D 재건축

(83,387㎡)
강동구 D 아파트 1,465 1,745 280세대(+19.11%)

강동구 E 재건축

(89,869㎡)
강동구 E 아파트 1,602 1,859 257세대(+16.04%)

[표 3-36] 세대수 변경 200세대 이상 증가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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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공원녹지 의무면적 관련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에서는

정비구역의 규모에 따른 공원·녹지의 의무면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 1천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1세대 당 공원녹지의 면적이 3㎡이상

확보되어야 함. 이 기준을 171개 정비구역에 적용하여 공원·녹지 의무 비율을

충족하고 있는지 분석하도록 함. [표 3-37]는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정비구역 규모 별 공원·녹지 의무확보 기준을 보여주고 있음.

구분 내용

면적5만㎡이상 1세대당 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1천세대 이상 

(면적 5만㎡이하에도 적용)
1세대당 3㎡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 이상 중 큰 면적

[표 3-37] 「공원녹지법」에서 정한 정비구역의 공원·녹지 확보 의무 면적

1천세대 이상 정비구역 분석

171개 정비구역 중 1천세대 이상 정비구역은 총 36개소였으며, 이중

건립세대수를 기준으로확보해야할공원·녹지의무면적에정비기반시설 계획

상 공원·녹지 면적이 못미치는 정비구역은 11개 구역으로 파악됨. 이 중

강동구 B 재건축 정비구역 과 강동구 E 재건축 정비구역은 최초 구역(변경)

지정시에는 세대수 규모에 따른 공원·녹지 의무 면적을 충족하였으나, 경미한

변경 이후 세대수가 증가변경되면서 공원·녹지 의무 면적을 불충족하게

되었음.

강동구 B 재건축 정비구역은 ‘09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시 계획 세대수

4,064세대, 공원·녹지 14,322㎡로 공원·녹지 의무 면적 인 12,192㎡를

충족함. 하지만, ’16년 5월 최종적으로 경미한 변경 시 계획세대수는

4973세대로 868세대가 증가 함에 따라 공원녹지 의무면적이 14,796㎡이

되었으나, 정비기반시설 계획 상 공원녹지 면적은 14,226㎡으로 의무면적

보다 작은 규모로 변경되었음.

강동구 E 재건축 정비구역은 ‘10년 1월 정비구역 지정 시 계획 세대수

1602세대, 공원·녹지면적 4810㎡으로 의무면적인 4,806㎡을충족했으나,

’17년 4월 최종 경미한 변경 시 계획 세대수 1859세대로 257세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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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함에 따라 공원·녹지 의무면적이 5,577㎡ 상향되었음. 하지만,

정비기반시설 내 공원·녹지의 면적은 4,830㎡으로 계획되어 의무면적에

747㎡만큼 불충족하게 되었음.

[표3-38]는 최종 경미한 변경 고시문 기준 1000세대 이상을 계획한

정비구역 중 공원·녹지 의무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11개 정비구역의 변경

이력을 보여주고 있음. 10개 정비구역 중 2개 구역은 경미한 변경이

진행되면서 기준 불부합된 경우이며, 나머지 9개 구역은 최초 구역 지정시

공원·녹지 의무면적 기준에 불부합 한 경우임. 특히, 경미한 변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관련 법·령·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불충족하는 경우는

모니터링 체계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 할 수 있음.

15) 해당 구역은 2개 구역이 통합추진되다가 최종 구역분할되어 개별구역으로 준공됨. (전)은 통합구역일 당시이고, (후)는 
한 개 구역임 ※나머지 한 개 구역은 최종 24,331.7㎡ 401세대로 의무확보 미대상으로 제외

구역명

구역

(변경)지

정

세대수 계획 공원·녹지 규모 기준 불부합 내용

건설세

대수 전

건설세

대수 후

세대수 

변경

공원녹지 규모 

전(㎡)

공원녹지 

규모 후(㎡)

의무면적 

전(㎡)

의무면적 

후(㎡)

불충족 면적

전(㎡)

불충족 

면적

후(㎡)

송파구 A 재건축 ’12년 8월 9,578 9,510 -68 20,777 20,777 28,734 28,530 -7,957 -7,753

금천구 A 재건축
’04년 

11월
1,791 1,791 - 4,865 4,865 5,373 5,373 -507 -507

강동구 F 재건축 ’11년 3월 1,744 1,744 - 3,035 3,035 5,232 5,232 -2,197 -2,197

관악구 B 재개발 ’13년 4월 1,649 1,649 - 4,681 4,681 4,947 4,947 -265 -265

서초구 B 재건축 ’11년 3월 1,412 1,412 - 2,281 2,281 4,236 4,236 -1,954 -1,954

마포구 D 재개발 ’14년 2월 1,164 1,164 - 3,247 3,211 3,492 3,492 -245 -281

강동구 G 재건축 ’06년 5월 1,138 1,138 - 0 0 3,414 3,414 -3,414 -3,414

은평구 K 재개발 ’06년  8월 1,082 1,070 -12 3,120 3,120 3,246 3,210 -126 -90

성동구 A 재개발15) ’06년  7월 1,546 1,057 -489 3776.9 2,572 4,638 3,171 -861 -559

강동구 B 재건축
’09년 

11월
4,064 4,932 868 14,322 14,226 12,192 14,796 충족 -570

강동구 E 재건축 ’10년 1월 1,602 1,859 257 4,810 4,830 4,806 5,577 충족 -747

[표 3-38] 공원녹지의무 확보 면적 기준에 불부합한 정비구역 (n=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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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4.1. 실태분석 요약

1. 경미한 변경 기준 불부합 유형 구분 및 변경 실태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음. 첫 번째 유형은 경미한 변경 규모 기준을 초과한 사항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는 구역면적, 정비기반시설의 규모, 용적률, 그리고 주택건립

세대수에대해경미한변경으로처리할수있는범위를정하고있음. 그 범위를

초과한 변경이 일어났음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경미한 사항으로

자치구혹은 서울시 고시를 통해 변경처리 된경우는경미한변경 규모 기준을

초과한 사항으로 간주할 수 있음.

두 번째 유형은 변경 경미한 변경 결정권한이 기준에 불부합 한 사항임.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제 11조에서는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경미한 변경 사항을정하고 있음.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보다 적은 규모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구 고시로 변경 처리가 가능한 사항임. 하지만,

171개 구역에 대한 변경실태를 분석 한 결과 변경 규모가 시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임에도 자치구에서 변경 처리한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경우 결정권한

기준에 불부합 한 사례로 분류 할 수 있음.

<경미한 변경 규모 기준 초과>

171개 정비구역의 변경실태를 분석 한 결과, 규모 기준을 초과한 구역은 총

7건으로 파악되었음. 건립세대수가 10퍼센트 이상 감소변경 된 경우가

1개소, 정비기반시설의 규모(㎡)가 10퍼센트 이상 증가변경된 경우

6개소였음. 경미한 변경이 여러번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누적된 결과 기준을

초과한 경우가 많았음. 즉,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기간이 장기화되고

정비계획이력에대한관리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기에발생한것이라짐작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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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한 기준에 불부합>

결정권한 기준 불부합 사례는 총 28개로 파악되었음. 구역면적 5퍼센트 이상

변경 2건, 용적률 5퍼센트 이상 5건, 최고높이의 상향 변경 9건,

정비기반시설 규모 5퍼센트 이상 변경 12건은 시장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청장이 변경처리한 것으로 나타남. 결정권한 기준이 준수되지

않은이유는, 도시계획심의이후서울시에서정비구역(변경)결정고시를 낸뒤

사업이자치구로 이관된 이후사업 진행 내용이 시와구가 공유되지않기 때문

인 것으로 파악됨.

2. 과도한 변경 유형 구분 및 변경 실태

법·령·조례 상의 기준에 불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는 없으나, 중요한 변경, 혹은

변경의 절대적 규모가 큰 경우 과도한 변경으로 판단 할 수 있음. 과도한 변경의

첫째 유형은 대규모 정비구역의 과도한 변경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의 기준은 주로 비율로 나타나 있음. 따라서, 경미한 변경 규모 기준 내에

비율에 근거한 변경이라 할지라도 정비구역의 규모에 따라 절대적인 수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두 번째 유형은, 법·령에서 정한 정비계획 결정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상 중요한 정비계획 항목의 변경임. 용적률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이나, 용도지역 별 층수는 정비사업 관련 법·령·조례에서 정한 계획내용은

아니지만,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2030

서울플랜(서울시도시기본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계획요소임.

<대규모 정비구역의 과도한 변경>

정비구역면적과긴밀히 연결되어있는계획 요소인용적률, 세대수등은 경미한

변경 기준 비율 이내임에도 정비구역 규모에 따라 변경의 절대적 규모가 매우클

수 있음. 정비구역의 면적이 2.5만㎡이하인 구역과 면적이 5~7.5만㎡ 사이

규모인구역은 동일한 비율의 용적률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변화의차이가

평균적으로약2배가량나는것으로파악되었음.계획세대수의경우동일한비율의

변경임에도불구하고대규모정비구역과소규모정비구역의세대수변경차이최대

약 800세대까지가능한것으로파악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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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상 중요한 항목의 변경 실태>

인센티브 용적률 산정에 주요한 사항인 허용용적률과 순부담률은 법·령·조례 상

정해진 정비계획 결정사항이 아니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제시된용적률체계를구성하는주요한항목이기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주요한 심의요소로 간주됨. 허용용적률의 경우 경미한 변경으로 증가된

경우 1개소로 파악되었음. 순부담률의 경우 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3개소로

파악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에서 최고높이를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법정계획인「2030서울플랜」에서는용도지역별층수를제시하고있음.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정비구역의최고층수는주요한심의사항임.경미한

변경으로 최고층수가 상향된 경우는 3개소로 파악됨(구청장이 변경처리). [표

3-39]은 기준에불부합한경미한변경과과도한변경사항을정비계획항목별로

요약한것임.

구분 항목 경미한 변경 기준 불부합 과도한 변경

정비구역 규모 구역면적 · 5% 이상 변경 구청장 권한으로 처리 2개 구역 -

밀도 관련

전체용
적률

· 5%이상 변경을 구청장 권한으로 처리 5개 구역 -

허용
용적률

-
(경미한 변경 기준 없음)

허용용적률 5% 증가변경 
1개 구역

최고높이 · 최고높이 상향변경을 구청장 권한으로 처리  9개 구역 -

최고층수
-

(경미한 변경 기준 없음)

최고층수 상향 구청장 
권한으로 고시 3개 구역

정비기반시설 
및 기부채납

기반시설
· 10%이상 기준초과 변경 6개 구역
· 5~10%미만 변경을 구청권한으로 처리 12개 구역

-

순부담률 -
(경미한 변경 기준 없음)

5% 이상 감소 3개 구역

주택건설 관련
계획 

세대수
· 세대수 10%이상 감소 변경 1개 구역

200세대 이상 변경  
5개 구역

합 35개 구역 -

[표 3-39]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실태 분석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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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비사업 관련 법·시행령·조례 이외 기준 불부합 사례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도시 내 기반시설을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 도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취지도 존재함.

따라서, 연계된 법·령의 기준과의 부합성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함. 이 연구에서는

정비사업 규모 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원·녹지

의무면적의충족여부에대한분석을실시하였음. 171개구역중1세대당공원녹지

의무면적 3㎡ 이상인 1,000세대 이상 정비구역 36개 구역의 공원·녹지 규모를

분석한 결과, 11개 구역이 기준에부합하지 않는 것으로파악되었음.

4.2.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방향

1. 기준 불부합 사례 발생 방지 

법·령·조례의 기준에 불부합한 정비계획 변경은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문제임. 이러한 불부합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각

자치구 사이에 정비사업들의 변경이력이 통합적인 자료로 구축되어 공유되고

모니터링되어야 함. 이 여구에서는 변경 실태를모니터링하기위해각 자치구

별 고시문을 찾아 항목별 데이터를 구축했는데, 이와 같은 작업이 시스템

상에서 이루어지고 구축된 자료가 DB형태로 운영되어야 함. 자세한

개선방향은 제5장에 제시함.

2. 과도한 변경 사례 방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2030 서울플랜」의 수립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법·령·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사실상 서울시 도시계획

행정과도시계획위원회의고유권한이라할수있음.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사항의취지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과정에 유지될장치를마련할필요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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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

위원회 심의 결과 분석

1. 위원회 특수조건사항 유형화

2. 특수조건 이행여부 분석

3.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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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특수조건 사항의 유형화

1.1. 위원회 특수조건 이행 여부 관련 법률 자문 사항

제3장에서 변경 실태 분석을 통해 파악된 쟁점 중 하나는 서울시 도시계획

도시계획심의 시 심의 취지와 조건사항들이 경미한 변경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유지되는 않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임.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담당관 및 외부

전문가(2인)을 통해 위원회 조건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 실시하였음. 자문

결과, 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조건사항에 법적 강제성이 미약하다는 의견

많았으나, 위원회 조건사항을 고시문 상에 기재하였을 경우, 법적 강제성을

가진다는 의견도 있었음.

법률 자문 사항
내부자문
(법률지원
담당관)

외부자문

한봉희 
변호사

이영동 
변호사

 ·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사항에도 불구하고 도정법상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범위까지는 경미한 변경이 가능한지

O O O

 ·도정법에서 정하는‘정비계획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지

X X X

 ·위원회 조건사항을 정비계획 결정 고시문상에 기재하였을 경우 법적 
강제성을 가지는지

X O O

 ·종전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이하)에 해당하여 평균층수가 기 결정된 
정비구역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평균층수 삭제가 가능한지

X O O

 ·최종용적률이 10%미만 변경인 경우,용적률 항목 간의 변경또는 신규 
추가도 허용되는지
 (상한용적률 상향 및 법적상한용적률 하향 병행 / 허용용적률 범위 변경 등)

O O O

 ·전체 정비기반시설 면적 변경이 경미한 변경 범위(10%)이내일지라도,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각 시설의 면적을 10% 이상 
변경하거나공원 등을 폐지하고 그 면적만큼을 다른 정비기반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O O O

[표 4-1] 법률 자문 사항 및 자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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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원회 특수조건 사항의 유형화

전체 171개 구역의 심의결과 338건16)을 5개의 주요 정비계획 항목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음. 각 항목 별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60개 조건사항을

선정하여 조건사항 이행 여부를 분석함.17) 밀도와 관련한 조건사항은

용도지역의조정, 용적률의결정, 연면적번위결정에관한내용이었음.높이와

관련한 조건사항은 인접한 공원과 학교와 인접한 주동에 대한 층수 조정 등과

같은 사항이었음. 도로 관련 조건사항은 폭원이나 횡단 구성과 관련한

사항이었음. 공원 관련 조건사항은 위치나 형태에 대한 조정이었음.

임대주택은 단지 내에서 임대주택의 위치와 규모에 관한 조정사항이었음.

높이에 관한 사항이나 공원·녹지(정비기반시설)의 위치는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임. 그럼에도 해당 사항이 위원회 심의 가결 조건사항으로

결정될 경우 이행되어야 할 상황이 됨. 여기서 위원회 조건사항과 경미한 변경

기준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음. 60개 특수조건 사항은 전반적으로 실제 사업에

대부분 이행 된 것으로 판단됨. 조건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는 총

5건이었음. 항목 별 로는 높이관련 조건사항 1건, 공원·녹지 관련 2건 그리고

임대주택 관련 2건으로 파악되었음.

키워드 소  계
조건사항

밀도 높이
정비기반시설

임대주택 기타
도로 공원·녹지

건 수
(비율)

60건
(100%)

13건 
(21%)

19건 
(31%)

16건
(26%)

19건
(31%)

2건
(3%)

7건
(12%)

주요
내용

-

· 용도지역 조정

· 용적률결정

· 연면적 범위 결
정 등

· 최고층수 및 평
균층수 결정

· 공원, 학교등 연
접 주동 층수 조
정 등

· 도로 폭원 결정

· 도로횡단구성 
결정 등

· 공원 위치·형
태 조정 등

· 임대세대 위
치 조정

·평형 조정(소
형화) 등

· 구역계 조정

· 순부담률 결정 
등

불이행 5 0 1 0 2 2 0

[표 4-2] 주요 키워드 별 특수조건사항

16)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본위원회 심의결과를 대상으로 분석(소위원회 자문

결과 제외) 각 심의결과별 키워드 포함 횟수를 중복 카운트함

17) 위원회 심의결과 중 결정사항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를 대상으로 함(예시 : “층

수는 12층 이하로 할 것” 등) 정비계획의 (중대한)변경이 있을 경우 최초 정비계획 결정시의 조건

사항은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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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조건 불이행 사례 및 쟁점

2.1. 높이 관련 조건사항

불이행 사례 및 관련 이슈

도시계획위원회심의 가결 조건사항으로 높이 관련 실제 층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대부분 정비사업에서 조건사항을 이행 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높이

관련 19개 조건사항 중 이행하지 않은 정비구역은 1개에 불과함. 동대문구 C

재개발정비구역은 ‘05년 구역심의시 “평균층수 12층이하로층수조정”으로

조건부가결 되었음. 이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한 조건사항이었음. 하지만, ’10년

3월 경미한 변경 고시문 상에 평균층수 내용이 삭제되었고 높이계획으로

최고층수 15층(최고높이 45m) 이하가 제시됨. 실제 평균층수가 12층으로

유지될지 알수없고, 고시문상에조건사항이 기제되지않았으므로 반영여부가

불투명함.

상정 안건 자료 상 건축물의 특정 주동의 높이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구체적이긴 하나 향후 건축계획 상 주동 배치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건사항 반영이 우려되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경우 조건사항에 담긴

심의 취지(구역 내 특정 영역을 저층으로 유지)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 할 필요가 있음.

[그림 4-1] 높이 관련 조건사항 사례 및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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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도로 관련 조건사항

관련 이슈

도로와 관련한 조건사항은 16건이었으며, 불이행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단, 위원회심의가결조건중도로내포함되는보도혹은인도에대한

규모를 조건으로 부여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항은 법·령·조례에서 정한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정비계획 고시문 상에 기재되기

힘든 측면이 있음. 따라서, 도로 내 인도 및 보도 폭원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사항 이행여부를 파악하려면, 실제 준공된 단지 현장에서 확인하거나

착공시 실시설계 도면 상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임. 즉, 준공되기 전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함.

관악구 B 재개발 정비구역은 ‘07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정가결시

조건사항으로 “단지 외부 폭 12m 도로를 따라 보도를 4m이상 확보”하는

조건을 부여하였음. 중랑구 B 재건축정비구역은 ’08년 도시건축위원회에서

“북측 15m 도로 변에 보도를 4m이상 확보”하는 조건을 부여하였음. 이러한

사항은 정비구역 결정 고시문 상 지형도면을 별도로 작성하여, 조건사항을

분명히 기재할 필요성이 있음.

[그림 4-2] 도로 관련 조건사항 이행 사례 및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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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임대주택 관련 조건사항

불이행 사례 및 관련 이슈

임대주택 및 재건축소형 주택 주동의 위치나 규모에 대한 조건사항이

있었으며, 일부 구역에서는 해당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동대문구 D 재개발 정비구역 ‘12년 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후 고시된

정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문서에는 조건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음. 정비계획결정도가 수록되어 있었으나, 용도지역·지구

그리고 소공원의 위치에 대한 내용만 도면에 표기되어 있었음.

서초구 D 재건축 정비구역은 ‘12년 7차 심의를 받아 소형평형 주택의

세대수(83)를 조건부 사항으로 계획되었으나, ’14년 4월 고시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문 상에는 소형 평형 재수 71개 불과했음. 이렇게

심의결과의 조건사항이 준공시까지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결정고시문에

조건사항이빠져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됨. 임대주택의위치를정하는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통해 실현 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함.

[그림 4-3] 임대주택 관련 조건사항 불이행 사례 및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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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타: 지형도면으로 확인 가능한 조건사항

관련 이슈

정비사업 심의는 넓은 대지에 기반시설과 주택을 건설하는 공간계획에 관한

사항이기에 조건사항 중 지형도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위치에

대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음. 문장만으로 확인하기 힘든 조건사항의 경우 해당

조거사항이 반영된 지형도면을 필수적으로 고시문에 첨부 할 필요가 있음.

[그림 4-4] 지형도면으로 확인 가능한 조건사항 이행 사례 및 관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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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장 

결론

1. 제도개선 목표

2. 제도 개선 사항

3. 제도 개선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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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선 목표

1.1 제도개선 목표

제도개선의 목표는 3가지로 요약 됨. 첫째, 정비사업 전 단계 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함. 위원회심의과정에서 가결되기까지 이미수많은변경이

일어났음. 따라서, 정비구역 결정 이후로는 위원회 심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이 일어나는 것이 합당함. 이를 위해 정비사업

전단계에서 발생하는 변경내용이 DB로 구축되어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DB구축 이후로는 모든 정비구역들의 변경 내용이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변경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음.

둘째, 정비계획 주요 내용의 기준을 정교화해야 함.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기준은 졸 관련 시행령과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음. 하지만, 실태 분석에서

드러났듯이 정비구역의 규모에 따라 동일한 비율의 변경임에도 절대적

변화량이 커질 수 있음.

셋째, 결정고시문의 형식을 통일하고 해당 심의 및 기본계획의 주요 계획

요소들이 고시문에 수록되도록 해야 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이나

기본계획의취지가사업이완료될때까지유지되기위한가장현실적인방법은

결정 고시문에 해당 사항들을 기재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것임.

[그림 5-1] 제도개선 목표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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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개선 방향

2.1 정비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제도개선 방향

정비사업 전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경미한 변경 사항 DB구축 및

운영)해야 함. 171개 정비구역 전 단계별 변경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미한

변경 기준 불부합 사례 35건이 발견되었음. 경미한 변경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운영불부합(시장결정사항을자치구재량으로처리)한경우와항목별

경미한 변경 기준을 초과 경우(기준 초과)로 구분 할 수 있음. 이는 사업을

관리하는시및자치구에서경미한변경여부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기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정비계획 변경 이력과 해당 내용들이 통일된

형태의 DB로 구축되어 관리되어야 필요성이 있음.

[그림 5-2] 정비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향 및 기대효과

기대효과

Ÿ 변경 사항의 기준 부합여부를 즉시 인지 가능(기준초과, 권한결정)

Ÿ 법·령상결정사항이아닌중요정비계획요소(순부담,허용용적률등)변경관리가능

Ÿ 정비사업연계법·령기준과의부합여부확인가능 (공원녹지의무면적기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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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미한 변경 기준 정교화

제도개선 방향

경미한 변경 기준 정교화 (법·령·조례 개정) 가 필요함. 경미한 변경 기준

이내의 범위라 하더라도 정비구역면적 규모에 따라 변화의 절대 규모 차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18) 현재 시행령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 규모를 유지하되,

정비구역 면적이 크기 때문에 경미한 변경 기준 이내임에도 실질적인 변경의

정도가 과도한 구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중요한 정비계획 항목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위임된 변경 권한을 서울시

권한으로 변경하여, 일관된 기준에 따라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시행령 개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13조 4항 7호의개정을제시함. 현행은

정비구역의 면적의 구분 없이 용적률 10퍼센트 변경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처리를 허용하고 있음. 이 조항에 구역 면적 10만㎡ 이상인 경우 용적률의

변경은 5퍼센트 이상에 대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처리 할 것으로 개정함.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기된 용적률의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이 구역면적

크기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을 방지함.

[그림 5-3] 시행령 개정 방향

18) 동일한 용적률의 변화라 할지라도 구역면적의 차이에 따라 연면적 변화가 4배 이상 차이나는

실정임. 세대수의 경우 30퍼센트까지 경미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0세대 규모 대규모 정비구

역은 경미한 변경을 통해 300세대까지 세대수를 증가변경 할 수 있음(제3장 분석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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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사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은 두가지 방향으로 제시함.

첫째, 조례에서 정한 건립세대수의 경미한 변경 30퍼센트 미만 변경인 현재

기준을유지하되, 대규모정비구역에 대해서는세부적으로 세대수 변경비율의

범위를 달리 해야 함(1000~3000세대 미만의 경우 20% 미만 범위에서

확대, 3000~5000세대 미만의 경우 15% 미만 범위에서 확대, 그리고

5000세대 이상의 경우 10% 미만 범위에서 세대수 확대).

둘째, 중요한 정비계획요소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처리 하는 현행 조례를

시장이 결정하도록 변경함. 변경시 정비구역 전체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항목인 용적률, 주택건립세대수, 임대주택규모 등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을 시장권한으로 변경하여 최초 구역결정시 취지가 제대로 유지된

변경사항인지 시에서 관리토록 함.

[그림 5-4] 조례 개정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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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변경 사항>

법·령·조례 상에서 정한 정비계획 내용은 아니지만, 도시계획적으로 중요하게

간주되는 항목들도 변경과 관련한 세부적인 기준이 필요함.

법정계획인「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과 「2030

서울플랜(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에 기재된용적률체계,높이관리기준등에

대해 경미한 변경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추가해야 함. 이는 법·령·조례 개정

사항이 아닌 해당 기본계획 재정비 시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할 수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실천 할 수 있는 사항임.

[그림 5-5] 기본계획 개정 방향 

기대효과

Ÿ 대규모 정비구역의 과도한 계획 변경 감지 및 방지

Ÿ 서울시도시계획및도시관리계획의취지가정비사업에반영 (높이관리,기부채납사항등)

Ÿ 과도한 규모의 정비사업 지양 효과 (정비계획 취지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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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결정고시문 형식 관리 철저

제도개선 방향

정비계획 결정고시문을 개선해야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결정사항 이외에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내용이나 조건사항 그리고

「2030서울플랜」 등에서 수립된 내용들이 심의 후 결정고시문에 충실히

기재되어야 함. 이를 통해 위원회 심의 사항 및 우리시 도시계획 취지가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시문에 기재된 사항은 법적효력이 있기 때문임.19)

[그림 5-6] 결정고시문 형식 및 관리 개선 방향

기대효과

Ÿ 도시계획위원회심의의취지가지속적으로정비사업에반영

Ÿ 도시계획위원회심의가결시조건사항이정비사업에충실히이행

Ÿ 정비법·령·조례결정사항이외에우리시기본계획내용및취지사업에반영

19)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가결 및 수정가결 시 부여한 ‘조건사항’은 정비계획 결정의 ‘부관’에

해당 → ‘부관’은 관계없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 등이 없는 경우 적법한 바, 법령상 정비계획 내용여

부에 관계 없이 정비계획의 한 부분으로서 효력을 가짐(법률자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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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 개선 종합

3.1. 제도 개선 종합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제도개선 방향은 아래와 같은 기대효과를 예상함.

첫째, 정비사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1) 경미한 변경 기준을 초과하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감지 할 수있으며, 2) 자치구 결정사항과 시장 결정사항을

명확히 구분 할 수 있음. 또한 3) 사업 담당자의 업무 착오로 인한 경미한

변경을 방지하며, 결과적으로 4) 정비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둘째, 경미한 변경 기준을 정교하게 하는 것은 1) 대규모 정비구역들의 과도한

변경을 방지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자들이 구역의 규모를 줄이는 것 또한

부가적인 효과라 할수 있음. 법령 개정이 어렵다면,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기준을 정교화 할수 있음. 특히, 용적률의 경우 정비계획 상 세부 용적률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변경 기준 등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의

변경으로 가능함. 이로 인해 2) 용적률 인센티브 메커니즘의 변경을 방지 할수

있음.

셋째, 고시문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항 및

조건사항의 취지가 정비사업 전 단계에 반영 되게 할 수 있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결 결정된 정비구역은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 된 것으로

간주되며, 최초 결정 취지는 사업 종료시 까지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위원회 심의 내용 및 조건사항이 법적 효력을 갖는 방법은 고시문에

해당 사항들이 충실히 반영 되는 것임.

향후 서울시 내에는 1970~80년대 개발된 아파트지구, 택지개발구 내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임.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와 제시된 제도개선 사항들은 앞으로 직면할 수많은 정비사업의

공공성 담보와 합리적인 도시관리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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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개선방향 별 세부내용 및 기대효과

3.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71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경미한 변경 이력 및

세부 변경 사항을 수치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경미한 변경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이

연구의 의의를 둠.

연구의 기간과 예산 및 인력의 제한으로 171개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사업환경, 제도환경, 지역환경)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변경 요인 도출이 미흡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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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7. 2. 

8.>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2. 법 제14조 2항 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계획: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4. 법 제14조 2항 3호에 의한 정비계획: 

5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 

사업·주택재건축 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5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2 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2]

개발계획 규모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제5조관련)

개발계획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

업 계획

1천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4.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에 

의한 

개발계획

5만제곱미터 이상의 

정비계획: 1세대당 

2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정비구역의 공원·녹지 확보 의무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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