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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지침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그 필요성 및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설계지침
의 명확한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도시설계 규제수단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형태기반코드의 이론적 고찰과 함께 도시설계지침의 형태로 제시되는 규제내
용의 계획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특성을 도출하고 국내에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우선
적으로 특정 도시형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으로 정의되는 형태기반코드는 물리적인 형태에 대한
도시설계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건조되는 환경을 예측하고 수준 높은 공공영역 형성을 목표로 한다. 형태
기반코드에 적용되는 계획항목의 정리 후 형태 중심의 관리, 물리적 형태 기준 제시, 도시설계지침으로
서 공공영역 관리를 위한 규제범위 설정을 그 특성으로 도출하였다. 형태기반코드의 계획항목을 우리나
라의 도시설계 항목으로 번안한 결과, 대부분 계획항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만,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밀도 규제를 위한 건물 최대 폭과 최대 깊이의 적용을 검토한다. 계획특성별 적용가능성은 첫째,
형태 중심의 관리를 위하여 계획구역 세분화를 활성화한다. 둘째, 물리적인 형태 기준을 적극적으로 도
입한다. 셋째, 도시설계지지침 규제 범위의 명확한 인식을 토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형태기반코드, 도시설계지침, 도시형태, 건축적 형태, 계획항목
ABSTRACT：Many studies proved the value and the necessity of urban design standards. This
요약

premises the understanding on the exact concept and the scope of urban design standard. Therefore,
the study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oretical background and the planning aspect of regulating
contents of Form-Based Code (FBC) that is presented as an urban design standard. Through this,
it aimed to deduce the characteristics in the planning aspect of FBC and investigate the applicability
in Korea. The FBC is defined as a control means to achieve the certain urban form, and therefore
it provides urban design standards to predict the built environment and create the public sphere
with good quality. It adapted the planning elements of FBC into the urban design elements of Korea,
and found out that the most elements are suggested also in Korea but those are suggested by various
regulations and rules. The unadapted elements could be considered to be applied. The appl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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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ach planning aspects are as followings; first, subdivide the planning zone for the form-oriented
management; second, introduce the physical form standards; third, utilize the urban design standard
with obvious recognition on the control scope of urban design standard.
Key Words Form-Based Code, Urban design standard, Urban form, Architectural form, Planning
elements.

：

Ⅰ

. 서론

1. 연구의 배경
급격한 고도성장에 따른 양적 팽창이 필요했던
1960∼70년대를 거치면서 무분별하게 들어선 우
리나라 도시의 건축물들은 도시환경의 질적 저하
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소득수준의 향
상과 도시민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
시발전의 패러다임은 변화하였고 도시환경의 가
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었다. 최근에는 도시경
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서 수준 높은 건축과
도시설계의 구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다양
한 정책 및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다. 지구단위계
획 외에도 경관계획과 같이 법적 근거를 가진 제
도와 각종 가로환경 및 공공디자인 등 관련 계획
들이 수립되고 있다.
미국 역시 20세기 초 급격한 경제성장과 그로
인한 도시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토지이용 규제수
단으로서 조닝제도를 적용하여 왔다. 조닝제도는
당시 무분별한 개발과 도시환경에 해가 될 수 있
는 토지이용 등으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목
적으로 구축된 제도이기 때문에, 도시설계 및 개
별 개발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가치 있는 장소
의 창출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또한, 엄격한 용
도분리 및 순화를 지향함에 따라 야기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장소성의 파괴, 자동차 중심의 공

간 등이 도시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조닝제도에 의한 문제점을극복하기 위
하여 공공이 제도의 개선을 모색하여 온 반면, 도
시계획가 및 건축가들은 스마트성장 및 뉴어바니
즘 등의 새로운 개념과 이의 실현을 위한 도시설
계 수단의 개발에 집중하여 왔다. 그 수단으로서
형태기반코드(Form-Based Code)를 제안하고 시
험하여 왔으며 도시설계 규제수법으로서 활발하
게 확산되고 있다. 장소성 및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형태기반코드는 미국
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며 여러
나라의 도시설계지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도시들의 문제점이 가지는 배
경 및 양상은 차이가 있지만 도시에 있어 근본적
으로 유사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
리나라에서도 형태기반코드의 도시에 대한 근본
적인 원칙에 동의함으로써 관련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형태기반코드 관련 연구는 많이 부
족한 실정이며, 특히 이론적인 배경 외에 도시설
계지침의 형태로 제시되는 규제의 계획적 측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전무한 상태에서 실제 대
상지에의 적용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형태기반코드의 개념 및 체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도시설계지침으로서의 계획적 측면
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그 계획적 특성
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도시설계 분야에의 적용가
능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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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1)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국내외의 도시설계지침 및 형태기반
코드에 관한 기존의 저술과 연구문헌, 사례에 대
한 분석을 기초로 진행되었다.
도시설계 규제수단으로서 도시설계지침은 그
내용적인측면과함께실행을위한운용체계가주
요한 두 축을 구성한다. 본 논문은 도시설계지침
의 내용적 체계 및 구성으로 그 범위를 한정한다.
2) 연구의 내용

우선 서울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도시설계 실
행수단의 개관을 통하여 현 상황을 인식한다. 2장
은 이론적 고찰로서 도시설계지침과 형태기반코
드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한다. 우선적으로 도시
설계지침의 개념 및 논쟁사항 등의 고찰을 통하
여 기본 사고의 정립을 모색하고, 도시설계지침
의 형태로 제시되는 형태기반코드의 개념 및 발
전과정 등을 고찰한다. 3장에서는 형태기반코드
의 체계 및 구성을 검토함에 있어 세부적인 계획
요소 단계까지 분석함으로써 계획적 특성을 도출
한다. 4장에서는 형태기반코드의 세부적인 계획
항목을 국내 도시설계 항목으로 번안함과 동시에
각 계획적 특성에 대한 국내 적용가능성을 고찰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설계지침
으로서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계획의 계획항목을
바탕으로 진행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최근
광범위한 연구를 통하여 개정 발표한 ‘서울특별
시 제1종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 표준’
을, 경관계획의 경우 ‘경관계획 수립지침(건설교
통부, 현 국토해양부 고시-597호)을 기준으로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의 결론에서 결과를 요
약․정리한다.
3. 선행연구 분석
최근 미국의 형태기반코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관련 연구가 발표되고 있지만 그 수는 많
지 않으며, 연구의 내용 역시 개념적 소개 및 사
례분석이 주를 이룬다. 최근 도시형태 관리의 필
요성 및 적용에 대한 논의가 증대되면서 형태기
반코드를 활용한 설계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었다(<표 1>).
본 논문은 이러한 형태기반코드의 직접적인 적
용에 앞서 형태기반코드의 계획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적용가능
성을 탐구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형
태기반코드는 결국 계획항목별 지침을 통하여 도
시설계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실제 대상지에

<표 1> 선행연구 분석
번호

1
2
3
4

저자

김소라
외
서원․
양승우
이정형․
조승현
손창희․
장한두

연도

제목

주요내용

Zoning)의 사례 형태기반조닝의 전반적인 변천, 개념, 특징 및 도시
2010 형태기반조닝(Form-Based
및 시사점 연구
위계별 사례분석을 통한 특징 및 시사점 도출
Form-Based
Codes를
활용한
한계 도출 및 개선․보완 수단으로
2010 지구단위계획제도 개선방안 연구 지구단위계획의
서형태기반코드의 개념 고찰을 통한 적용방안 검토
규제수법으로서 형태기반코드 이론적 배경, 내용의 체계, 기존 조닝제도와의 차이
2011 도시디자인
(FBCs, Form-Based Codes)에 관한 연구 점 등의 개념 정리 및 적용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경관개선을 위한 경사주거지 Form-Based 형태기반코드의 특성을 적용한 경사지를 위한 코드
2012 Codes를
활용한 설계지침 개발에 관한 연구 형 설계지침의 구상 및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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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기 때문에 그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
계획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표 2>).
<표 2> 해외제도 연구의 체계 및 본 연구의 위상

개념 및 제도적 특성
계획적 특성

이론적 고찰

▼

선행연구 1, 2, 3
본 논문

적용 가능성 검토

제도적 수법으로서의 적용가능성 선행연구 2, 3
계획적 특성의 적용가능성
본 논문
▼
적용 방안

특정 대상지에의 적용방안

선행연구 4

4. 우리나라 도시설계 실행수단의 개관
우리나라는 1980대 국제적 행사와 함께 대두된
도시환경에 대한 성찰과 함께 도시설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관련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0년 이후 정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에 의거한 지구단위계획은 우리나라 도
시설계 관련제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
시계획적 항목에서부터 건축적 요소에 이르기까
지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서 지침을 제시 및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지역적 특성을 강화하
는 미시적인 도시설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
로써 도시환경의 질적 관리에 있어 한계를 노출

하여 왔다.1)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성
및 경관 등 도시환경에 초점을 맞추어 위상 및 역
할 재정립의 모색2)을 도모하고 있으며, 최근 경
관계획과 같은 새로운 도시설계 수단과 대규모
개발사업 및 가로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
계획은 일반적으로 그 실행방안으로서 설계지침
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공간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이 직접
스스로 공간을 가꾸고 만들고자 하는 마을만들기
운동을 통한 도시설계의 실현 역시 그 제도적 수
단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민약속 및 경관법에
의거한 경관협정이라는 두 대표적 제도를 활용하
고 있으며, 이는 결국 도시설계지침을 활용함으
로써 그 중요성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표 3> 우리나라의 대표적 도시설계 실행수단
제도

근거법

도시설계지침

지구단위 국토의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지침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주민약속
경관계획 경관법 ․경관설계지침
․경관협정
다양한
․유도지침 또는
사업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 등

Ⅱ

. 이론적 고찰

1. 도시설계지침의 기본 사고 정립
1) 도시설계지침의 개념

현재 통용되고 있는 설계지침의 개념은 통상적

1) 도시설계제도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많은 연구 및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2010년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평가
와 재정립방안(서울특별시)’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선행연구 및 논의들을 정리하고 추가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
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한 후 재정립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2)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운영하여 온 다양한 내부지침은 오히려 시민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에게조차도 어렵고
복잡하며 너무 규제 중심이라는 비판과 사유재산 침해라는 민원에 직면하여 왔다. 이에 따라 2010년 90여개의 지구단위계획 관련 서울시의
내부지침을 통합 정비하여 하나의 기준으로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0)’을 제시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은 민간의 건축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성 및 기반시설 확보와 친환경 및 지속가능성 강화 등 공공영역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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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 등에서 포괄적으로
구상된 지역의 비전 및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계
획 및 설계의 요구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준칙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체계에서 하위의 단계에 해당
한다. 즉 설계지침은 ‘설계 목적의 달성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서술과 함께 구체적 디자인에 대한
부가적 정보를 담은 안내서’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근거법 및 상위계획, 도시 및 건축 등 대상,
강제성 및 구체성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유형
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 규정할 수 있다.3)
현재 건축 및 도시 관련 법규와 계획체계 속에
그 대상과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설계지
침이 운영되고 있으며, 용어는 계획지침, 설계지
침, 심의기준, 디자인가이드라인 등 다양하게 나
타난다. 이는 설계지침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립
이 미흡한 상태에서 그 대상, 내용 및 성격 등에
따라 명칭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제시된 개
념을 바탕으로 설계지침을 가장 포괄적인 용어로
규정하고, 그내용및성격등을명칭속에부가적
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예:
건축설계지침, 도시설계지침, 설계유도지침 등).
본 논문의 대상인 도시설계 규제수법으로서의
설계지침은 도시설계지침에 해당한다. 도시설계
의 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거
시적 차원의 도시계획과 공간질서의 틀을 개별
필지의 미시적 건축행위에 연결시키는 매개적 장
치’로 정의된다. 따라서 일단의 건축물군 내 각
건축물이 공통의 도시계획적 사고와 이념을 실현
시키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으로서 도시설계
지침은 의미를 가진다.

2) 도시설계지침의 성격

일반적으로 설계지침은 유도적 기준으로 그 성
격이 규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설계지침의
내용과 실행방안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계지침의 내용적 측면에서는 설
계지침이 설계에 대한 구체적 처방이 아닌 설계
자의 해석을 동반하는 유도적 성격을 띠는 경향
이 있기 때문에 유도적 기준이라는 표현이 타당
하다.
하지만 실행방안의 측면에서는 강제적 성격과
유도적 성격을 구분하여야 한다. 해당 지침이 법
적근거를가지고집행력을가지는경우에는강제
적 기준에 해당하며, 법적 집행력이 없이 행정적
지침으로 운영되는 경우 유도적기준에 해당한다.
3) 도시설계지침의 당위성 검토

(1) 부정적 시각
로마시대 이후 도시와 건축 공간의 설계에 대
한 규제 및 유도가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위성에 대한 논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설계안에 대한 규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고 인식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일 수 있는 설계안
의 내용이 객관적인 지침으로 변환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계지침은
본질적으로 분쟁의 소지가 내재되어 있다(박소
현, 2008: 64). 시어(Scheer)는 설계의 규제 및
심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권리 침해,
보통 수준의 성능 장려, 모방 장려 등의 문제점을

3) 설계지침은 영단어 design guideline으로 번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경우지침이라는 용어의 개념상 강제성을 띠는 규제
적 성격이 적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실행적 측면에서법적 근거를 가지고강제성을 띠는 경우에도 설계지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있다.
반면 미국의 design guideline은 일반적으로 실행적 측면에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 실행력을 갖추지 않은 것을 지칭하므로, 이는
설계유도지침으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하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강제적 실행력을 가지는 설계지침의 경우 Form-Based Code와 같이 code라
는 용어가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나라 용어의 사용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지침을 design standard로 영역하였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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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4) 맥두걸(McDougall)은 도시형태에
초점을 맞추는 뉴어바니즘이 시대에 뒤떨어진 도
시 모델로부터 도출된 향수어린 규칙들을 제시하
고 있다고 비판하였다.5)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시가 ‘디자인서울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고 그 대상에 공공청사, 경찰서, 복
지 관련 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포함함에 따라, 건
축가를 중심으로 창의성 저해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6)하는 등 논쟁이 표면적으로 부각되었다.
(2) 긍정적 시각
위와같은설계지침에대한부정적비판에도불
구하고, 많은 연구 결과가 그 필요성 및 당위성을
입증하고있다. 왈터스(Walters)는다른시기의건
축들이과거및주변과의연계를구축하고자한반
면 모더니즘만이 과거의 파괴를 찬성함으로써 휴
먼스케일을 상실하고 고립된 오브젝트 건축물로
도시를 재구성하였다고 비판하고, 건축가가 역사
와 컨텍스트에 관심을 두는것이 모방을 의미하지
는않는다고주장한다. 그대표적인예로서가우디
(Antonio Gaudi)의 카사밀라(Casa Mila)는 구축
된 도시조직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면서도 강렬한
건축을 통한 독창성을 표출하였다(Walters, 2007:
96∼97). 리브친스키(Rybczynski)는 새로운 건축
기술과 설계 스타일은 기존의맥락과 어울리지 않
으며 대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설계규
제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이해하지만 단독 건물을
강조하기보다앙상블로서건물그룹에치중함으로

써전체로서도시환경의우수한질을확보할수있
다고 주장한다.7)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서울시의 경관설계지침
의 운용 평가에 있어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할 것
으로 예상되었던 건축사의 약 50%가 경관설계지
침이 경관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응
답하였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1: 22∼23).
2. 형태기반코드의 개념 고찰
1) 형태기반코드의 등장배경 및 발전

미국 도시계획 및 설계의 핵심적인 제도인 조
닝제도는 엄격한 용도 분리와 순화를 지향하여
도시문제를 야기하였으며 그 경직성과 획일성 등
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적절하게 대응
하지 못하는 한계가 나타났다. 따라서 인센티브
조닝(Incentive zoning), 맥락조닝(Contextual
zoning), 부동지역제(Floating Zoning), 계획단위
개발(Planned Unit Development) 등 보완책이
다양하게 모색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조
닝제도의 변용을 통한 문제해결은 큰 효과를 보
지 못하였으며, 이제는 문제해결에서 더 나아가
도시계획 제도를 통하여 도심재생 및 상업지역
활성화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공공이조닝제도의개선을지속적으로모색하고
있는 동안, 미국의 도시계획가와 건축가들은 스마
트성장및뉴어바니즘등의새로운개념과이를실
현하기 위한원칙 및 설계기법의 개발에 집중하였

4) Scheer, Brenda Case, 1994, Introduction: The debate on design review, in Scheer, Brenda Case, and Preise, W.(eds), Design Review:
Challenging Urban Aesthetic Control, 3∼9, Chapman&Hall, New York(Mattew et al. 저, 강홍빈 외 역(2009: 438∼440 재인용))
5) McDougall, Ian, 2000, The new urban space, In: City Edge Transcripts, Proceedings of the City Edge Conference: Private Development
vs Public Realm: 29∼35, Melbourne, Australia(Walters, 2007: 96 재인용)
6)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이상 3개의 단체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한국건축가협회
저널인 건축가의 지면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건축가들의 창의성 저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7) Rybczynski, W., 1994, Epilogue, in Scheer, Brenda Case, and Preise, W.(eds), Design Review: Challenging Urban Aesthetic Control, 210∼
212, Chapman&Hall, New York(Mattew et al. 저, 강홍빈 외 역(2009: 440∼44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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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그 수단으로서 형태기반코드(Form-Based
Code)를 제안하고 시험하여 왔다(Paroek et al.,
2008: 9). 최근에는 마스터플랜과 결부되어 특정
지구를대상으로구축되는경우에서부터도시전체
및 개발규제 전반을 다루는종합적인 경우와 같이
다양한위계에서활용되고있으며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채택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담보한다.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소통의 단절을 야기할 뿐
만 아니라 자주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형태기반
코드는 더 오래 유지되는 건물 및 도시공간의 형
태에 집중한다. 이러한 건물 및 도시공간의 형태
는 그 매스, 특성, 배치 등에 의하여 공공장소의
특성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Ⅲ

. 형태기반코드의 계획항목 및 특성

2) 형태기반코드의 개념

형태기반코드협회(Form-Based Code Institute)
는 ‘형태기반코드는 특정 도시형태를 달성하기 위
한 규제수단’으로 정의하며(이정형․조승현, 2011:
80), 구성원칙으로서용도의분리가아닌물리적인
형태를활용함으로써건조되는환경의예측이가능
하고수준높은공공영역을강화할수있다고규정
한다. 설계지침은단순한유도지침(guideline)이아
닌법에근거한실행력을갖춘규정이며기존조닝
제도를대체할대안이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기존 조닝제도의 규제 근거인 건물 내 용도는

1. 형태기반코드의 계획항목
1) 형태기반코드의 구성체계

형태기반코드의 체계는 크게 규제계획과 관련
기준들로 구성된다. 규제계획, 공공공간 지침, 건
축물형태 지침, 시행, 용어정의가 최소한의 기본
적인 구성요소이며, 이 외 각 지역적 특성 및 커
뮤니티의 필요에 의해 블록지침, 건축물유형 지
침, 건축적 지침, 녹색건물 지침, 조경 기준 등이
추가로 작성될 수 있다(<표 4>).8)

<표 4> 형태기반코드의 구성체계
구분

주요 내용

적용되는 지역 및 범위를 명시하는 계획도로서, 지역의 물리적 특성 및 커뮤니티의
규제계획 코드가
목적에 근거 구역(zone) 구분(기존 조닝제도의 조닝맵과 같은 역할)
기본 공공공간 지침 가로 및 오픈스페이스를 포함 공공영역 내 존재하는 요소들에 대한 기준
구성 건축물형태 지침 공공영역을 형성하고 규정하는 건축물의 배치, 형태, 기능을 규제하는 기준
시행
프로젝트의 적용 및 심의 프로세스에 관한 조건
용어 정의 코드에 사용된, 익숙하지 않은 기술적인 용어 및 구절과 토지 이용 유형 등의 정의
블록 지침 대규모 부지를 걷고 싶은 가로 및 블록의 네트워크로 구획하기 위한 기준
건축물유형
건축물의 유형별 형태 및 기능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기준
추가 건축적 지침지침 허용되는
건축물의
및 질적 수준에 대한 기준
구성 녹색건물 지침 환경적으로특성섬세하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저탄소 배출의 건물을 위한 기준
조경 지침 조경의 특성 및 질적 수준에 대한 기준
출처: Paroek et al.(2008: 15∼16)
8) 각 구성요소의 영문명은 다음과 같다: 규제 계획(Regulating Plan), 공공공간 기준(Public Space Standards), 건축물형태 기준(Building
Form Standards), 시행(Administration), 용어정의(Glossary), 블록 기준(Block Standards), 건축물유형 기준(Building Type Standards),
건축적 기준(Architectural Standards), 녹색건축물 기준(Green Building Standards), 조경 기준(Landscape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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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계획의구역(zone)은건물의용도가아닌밀
도및형태에중점을두고구분한다. 구역을구분하는
원칙으로서①트랜섹트(tran-sect)에기반하는경우
가가장일반적이다. 트랜섹트란인간의거주지를물
리적인개발강도의연속체로체계화한것으로도시
형태의 점차적인 전이가 이루어지도록 구분하였다
(<그림 1>).

반코드는 공공영역의 특성 및 질적 관리를 목적
으로 도시 형태를 규정하고 그 규제의 범위를 설
정한다. 따라서 공공공간에 대한 지침과 함께 건
축물이 공공영역을 형성하고 규정하는 요소라는
시각에서 건축물 형태에 대한 지침이 기본구성에
해당한다. 공공공간 지침은 크게 가로(<그림 2>)
와 오픈스페이스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항목별
기준을 제시한다. 건축물형태 지침은 건축물의
배치, 형태, 주차, 용도, 전면부 유형, 경계침범,9)
건축물유형을 대분류로 각 세부적인 계획항목별
기준을 제시한다(<표 5>). 이러한 물리적인 형태
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미리 건조되는 도시공간의
형태 및 환경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

출처: www.dpz.com
<그림 1> 트랜섹트 구역(Transect Zone)

일반적으로 자연지역(T1)－시골지역(T2)－
교외지역(T3)－일반적인 도시지역(T4)－도시
중심지역(T5)－도시 핵심지역(T6)으로 구분하
며, 도시 및 지구의 특성에 따라 T1∼T6 구역 중
선택하여 구분할 수 있고 그 이름 또한, 경계부
및 근린지구중심 등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다. 그
외 ② 건물유형, ③ 가로유형, ④ 가로에 면하는
전면부의 특성을 구역 구분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도 한다.
2) 형태기반코드의 계획항목

형태기반코드의 기본구성에 포함되는 기준은
‘공공공간 지침’과 ‘건축물형태 지침’이다. 형태기

출처: Paroek et al.(2008: 31)
<그림 2> 가로의 구성요소

형태기반코드의 일차적 목표는 특정 도시형태
의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형태
기반코드가 건축적 스타일을 규정한다고 오인된
다. 하지만 건축물의 매스, 입면구성, 디테일, 재
질 등의 ‘건축적 지침’은 추가적인 구성요소로서
역사지구와 같이 특정 건축적 스타일이 요구되는
지역에 적용된다.

9) 영어로는 Encroachment로서, 돌출현관 및 어닝 등 건축지정선 및 높이 한계 등의 경계를 침범하는 것이 허용되는 요소에 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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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기반코드의 계획적 특성
1) 용도가 아닌 형태 중심 관리

형태기반코드의 가장 근간이 되는 개념은 기존
조닝제도의 용도분리가 아닌 지역의 물리적인 형
태의 특성에 따른 구역 구분으로, 각 구역별 컨텍
스트와 조화를 이루고 독특한 장소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자 한다(<표 6>). 건물이
지어지면 용도는 계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지만,

건물의 형태 및 도시공간과의 관계는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그 물리적인 형태를 기반으로 한 관리
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
한 물리적 형태에 따른 구역 구분 기법으로서 도
시 건조형태의 물리적인 강도, 자연과 건조환경
사이의 관계, 구역 내 용도의 복합성 등을 고려하
여 도시구조를 연속적인 체계로 구조화시키는 트
랜섹트 기법을 활용한다(<그림 1>).

<표 5> 형태기반코드 계획항목 종합
구분

계획항목

가로

공공
공간 가로
기준

오픈
스페
이스

가로 성격 규정
트랜섹트 구역
공도용지 폭 Ⓐ*
보도연석 사이 폭 Ⓑ
차로 Ⓒ
자전거 전용 도로
주차 차로 Ⓓ
보도연석 유형
식수대 유형 Ⓔ
조경 유형
보도 유형 Ⓕ
조명
가각부 회전반경
교차로 간 간격
전체적 면적
기준 위치
크기
공간별 허용 구역
기준 활동 유형
일반 특성
건축지정선
셋백

건축 건물
형태 배치
기준
필지 최대 폭
* 알파벳 기호는 <그림 2> 참조

개념

교통흐름, 설계속도, 보행자횡단시간등
각 트랜섹트 구역에 적절한 도로유형
공공에의한소유및관리부분의치수
보도연석 사이의 거리
자동차 통행 구역의 수 및 폭
자전거 통행 구역의 수 및 폭
노상주차 구역의 수 및 폭
차선 경계 부분의 유형
차선경계에조성된조경의유형및폭
수목 및 기타 조경의 종류 및 간격
보행자를 위한 공간의 종류 및 폭
조명의 유형 및 간격
가각부 곡선의 수치
두 개의 인접한 교차로 사이 간격
오픈스페이스 전체의 최소 면적
도시구조상 오픈스페이스의 배치
각 오픈스페이스의 수치 및 면적
유형별 적절한 트랜섹트 구역
수용 가능한 활동의 종류
각 오픈스페이스의 모습 및 분위기
건물 입면이 위치하도록 요구되는 선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후퇴 거리

목적 및 특징

가로가 의도하는 성격 규정
위계에 적절한 도로유형 제시
공공공간을 규정하는 주요요소
자동차를 위한 공간
공공공간 전체 폭의 주요 결정요소
안전/편안한 공간 제공으로 이용권장
차량속도 감소 및 주차공간 제공 효과
형태에 따라 지역의 장소적 특성 강화
도로인지 방식에 영향
가로경관의 주요요소
보행자중심 가로 형성의 주요 요소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조명 유도
차량속도저감및횡단거리축소에영향
도로조직 및 네트워크 형성
필지별이 아닌, 전체 마스터플랜 필요
오픈스페이스의 적절한 분배 및 위치
최소: 활용을 위한 충분한 규모 보장
최대: 지역/공간별 적절한 스케일 보장
컨텍스트에 적절한 오픈스페이스 적용
오픈스페이스별 의도하는 성격 규정
컨텍스트 및 목적에 맞는 설계 유도
공공공간 따라 연속적인 건물입면 형성
정확한 위치 아닌, 배치의 범위만 예측
도시형태 예측 어려우므로 미활용 권장
스케일의 개발 유도 및
전면가로변 필지 모서리 간 최대 거리 적절한
기성시가지의 도시조직 특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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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속>
구분

계획항목

건물 필지 최소 폭
배치
건물 최소 높이
건물 최대 높이
1층 바닥마감 높이
건물 1층 천정 최소 높이
형태 천정 최소 높이
건물 최대 폭
건물 최대 깊이
건축
형태
부속건물 최대 규모
기준
주차대수
주차
위치
용도 허용위치 및 허가조건
공적 주차, 보행로,
전면부 전면부 조경 등
유형 사적 셋백, 울타리,
전면부 현관, 조경 등
경계 경계침범 허용 요소
침범
건물 허용되는 건물 유형
유형

개념

전면가로변 필지 모서리 간 최소 거리
건물의 최고점과 보도 사이 최소 거리
건물의 최고점과 보도 사이 최대 거리
보도와 1층 마감 사이 수직적 거리
1층 바닥과 천정 사이 최소 거리
1층 외 층의 바닥과 천정 사이 최소
거리
건물의 양 옆면 사이 최대 거리
건물의 전면과 후면 사이 최대 거리
부속건물의 최대 폭 및 면적
트랜섹트 구역별 노외주차 의무대수
필지 내 주차허용 위치 및 진입차로
기준
포괄적인 용도유형 제시
사유지 대지경계선과 차도 사이 공간
건물의 입면과 대지경계선 사이 공간
입면 및 높이를 넘어 허용되는 건축
요소
형태 및 용도에 근거한 건물의 분류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상업건물 등)

조닝제도 및 형태기반코드 모두 용도, 밀도, 형
태를 계획요소로서 다루고 있지만, 어느 항목을
중심에 두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규제수법은 차이
를 가진다. 조닝제도의 근간이었던 용도의 경우
는, 형태기반코드에서는 구체적인 용도의 나열이
아닌 포괄적인 형태의 용도유형 제시를 통하여
허용되는 용도의 종류 및 수에 있어 유연성을 제
공하고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용도는 허용
위치 및 허가조건을 차별화하여 제시한다.

목적 및 특징

건물과 오픈스페이스 간 비율 유지
충진개발 저해로 미활용 권장
가로경관의 규정 및 위요 위한 최소
높이
도시형태에 적절한 규모의 높이 유도
공공/사적 영역의 적절한 관계 설정
향후 자유로운 용도변경 유도 및
역사적 건축물과의 조화 유지
역사적 건축물과의 조화 위해 지정
주변 도시형태에 적절한 규모로 건축
및 건물 분절 유도
기존 조닝제도의 용적률 대체
주건물과 부속건물의 위계 설정
노외주차 최소규정은 가급적 탈피
대규모 복합개발 시 최대규정 지정
도시형태 및 시각적 영향 최소화
허용용도의 종류에 있어 유연성 제공
각 건물과 공공영역과의 관계 형성 및
영역별 자연스러운 전이를 위한 방식
규제
풍부한 도시형태 도모
용도 중심이 아닌, 형태 중심의 분류
일반적으로 구체사항은 별도 장 구성

<표 6> 용도분리 및 형태규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블록 비교
조닝제도의 용도분리에
의하여 형성되는 블록

형태기반코드의 형태규정에
의하여 형성되는 블록

가로 및 건물 유형 혼합,
- 각 용도구역별 동일한 - 건축선및전면부등규정
밀도및용적률등규정
혼합, 도시형태의
- 용도분리에 따른 단절 - 용도의
자연스러운
및 도시형태 예측 불가 시형태의 예측전이가능및 도
출처: Image comparing zoning-guideline-FBC
(www.transect.org)

도시설계지침으로서 형태기반코드(Form-Based Code)의 계획적 특성 및 적용 가능성 연구 31

2) 수치 기준이 아닌 물리적인 형태 기준 제시

용적률, 셋백 등과 같은 수치 기준에 근거한 개
발 밀도의 규제는 관념적이고 통합적이지 못한
결과를 야기하며 그 결과물로서의 도시형태에 대
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조닝은 수
치기준과 함께 다양한 지침 내용을 포함하게 되
고 이에 따라 매우 복잡하고 난해한 설계 규정들
로 채워지게 되었다. 따라서 형태기반코드는 최
대한 명료하고 간결하게 표현된 언어와 그래픽을
통하여 적절한 형태 및 스케일에 대한 기준을 제
시한다.
기존 조닝제도의 수치 기준이 공공영역 및 가
로경관보다는 대지 그 자체에 관심을 쏟는 반면,
형태기반코드의 형태 기준은 사적영역의 건축물
형태와 가로경관 및 주변 컨텍스트 등 공공영역
과의 적절한 관계 형성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으
로써 조닝제도보다 종합적인 접근을 취한다.
구체적인 기준을 예로 들면, 셋백 기준은 건물

의 정확한 위치가 아닌 배치 가능한 범위만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보도의 경계에 형성된 연속적인
건물의 벽체에 의하여 형성된 위요감에서 편안함
을 느끼는 도시지역에는 적절한 기준이 아니다.
이는 연속적인 경계가 필요하지 않은 시골지역에
는 적절한 기준이다. 즉, 형태기반코드는 도시지
역에서는 건물이 특정 경계를 따라 위치하도록
요구되는 건축지정선을 계획기준으로 제시하도
록 한다(Paroek et al., 2008: 48). 일반적으로 형
태기반코드가 수립되는 지역적 선례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도출되는 형태적 유형과 이론적으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고 권장되어야 할 형태적 유
형을 동시에 고려하여 기준을 구축한다.
3) 도시설계지침으로서 일반적 규제범위는 공공영
역 관리에 한정

형태기반코드는 본질적으로 도시 내 공공영역
의 특성 및 질적 수준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사업 및 개별 건축행위들이 준

<표 7> 건축물형태 지침과 건축적 지침의 구분
건축물형태 지침

건축적 지침

- 기본 구성요소
- 필요에 따른 추가 구성요소
- 건축물을 공공영역을 형성하고 규정하는 요소로 인식하 - 특정 지구가 달성하기 위한 건축의 질적 수준 및 스타일
고, 배치, 형태, 기능 등을 규제
규제
예) 건축물의 배치 관련 기준(건축지정선, 셋백 등) 예) 건축물의 입면요소로서 처마 디테일 기준

출처: Opticos Design, Inc.(www.opticosdesi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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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야 할 도시 특성과 관련된 계획항목들을 지
침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형태기반코드
는 도시설계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설계지침이 규제하는 범위는 민간
의 사유재산권 침해 측면에서 항상 논란의 중심
에 있게 된다. 형태기반코드는 공공공간 지침과
함께 건축물 역시 공공영역을 규정하고 형성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건축물형태 지침을 기본 구성요
소로 명시하였다. 최근에는 이렇듯 사적영역이
공공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관리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론적인 특성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미학적인 목적을 위한 건축물의 규제
및 디자인심의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적영역의 규제 범위는 해당 건물이
공공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한하여 제
한적으로 규제를 가함으로써, 개별적인 취향 및
스타일에의 자유는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형태
기반코드는 구체적인 건축적 스타일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도시형태 및 건축적 유
형의 객관적인 원칙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도시설
계 문제에 집중한다. 따라서 형태기반코드의 기
본 구성요소로 오인되고 있는 건축물의 입면 및
디테일 등에 대한 ‘건축적 기준’은 역사지구 등
제한적 지역에 적용되는 선택적인 추가 구성요소
임을 확실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표 7>).

Ⅳ

. 형태기반코드의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

도시설계지침으로서 계획항목별 지침이 제시
되는 형태기반코드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
기 위하여 <표 5>에서 제시된 형태기반코드의 계
획항목을 국내에서 사용되는 도시설계항목으로
번안하였다(<표 8>).
우리나라 도시설계 실행수단의 개관에서 살펴
보았듯이 대표적인 도시설계지침에 해당하는 지
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의 계획항목을 대입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도로의 구조시설기
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제도를 참고함으로써 번
안과정을 진행하였다.
1. 계획항목의 적용 가능성
우리나라의 도시설계 관련제도에서도 역시 형
태기반코드의 대부분 계획항목에 대한 기준이 마
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0)
형태기반코드의 계획항목 중 우리나라의 도시
설계 계획항목에 없는 항목은 1층 천정 최소 높
이, 부속건물 최대 규모, 건물 최대 폭, 건물 최대
깊이로 분석되었다(<표 9>).
그 중 천정 최소 높이는 형태기반코드에서도
주변 역사적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해 지정하는
경우 한정적으로 적용되므로 간과하고, 부속건물
최대 규모 역시 부속건물이란 미국 단독주택의

10) 하지만, 형태기반코드의 경우 제시된 계획항목들이 단일의 코드 속에서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제시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합된
도시설계 제도가 아닌 다양한 제도 및 관련 규칙들에서 산발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이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인
도시형태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나타낸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들이 모색되고 있으며, 그 중 특히 3차원적 미세계
획 수단으로서 경관계획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0: 24). 현재 서울시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기본경관계획과 경관요소에
해당하는 자연녹지, 수변, 역사문화, 시가지에 대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도시 및 건물의 형태기준을 다루는 만큼
이러한 도시 차원의 경관계획보다는 지구 차원에서의 경관계획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기본경관계획 및 경관요소별
경관계획을 바탕으로, 지구별 경관계획으로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경관계획을 지구별로 수립하여 구체적 도시형태의
창출을 위한 제도로 활용함에 있어 이러한 형태기반코드의 이론적․계획적 특성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의
미흡한 부분을 경관계획이 보완하는 체계를 유지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일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하여 구체적 도시형태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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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형태기반코드 계획항목의 번안
형태기반코드 계획항목

우리나라 도시설계 계획항목

가로 성격 규정
가로의 위계 및 성격
트랜섹트 구역
계획구역의 세분
차선
수,
보도
폭,
정차대, 노상주차장, 중앙분리대
공도용지 폭
설치계획 등
보도연석 사이 폭
차선 수, 노상주차장, 중앙분리대 설치계획
차로
차로 수 및 차선 폭원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구간 및 폭원
주차 차로
주차 및 화물적재
가로
보도연석 유형
보도연석의 재료 및 높이
식수대 유형
식수대의 크기, 재질 및 디자인 유형
공공
조경
유형
수종과 식재기법, 배식 기법 및 간격
공간
보도 유형
보도의 유효폭, 장애물 구역
기준
조명
가로등의 디자인과 설치 간격
가각부 회전반경
도로 유형별 가각의 크기, 도류화
교차로 간 간격
도로 유형별 최소 교차 간격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면적
- 공원 및 녹지계획: 최소면적 기준
전체적 기준
위치
공원․녹지의 유형별 배치계획
크기
도시공원의
설치(유치거리) 및 규모
오픈 스페이스
허용 구역
생활권별 공원․녹지의 배치와 규모
공간별 기준
활동 유형
공원의 종류와 성격부여
일반 특성
생활권 공원과 주제공원
건축지정선
건축한계선, 건축지정선, 벽면지정선, 벽면한계선
셋백
건물 배치
필지 최대 폭
최대 개발규모, 공동개발
필지 최소 폭
최소 개발규모, 공동개발
건물 최소 높이
건축물의 최저 높이, 최저 층수
건물 최대 높이
건축물의 최고 높이, 최고 층수
1층 바닥마감 높이
1층 바닥 높이
1층
천정
최소
높이
1층
개구부
상단
높이, 저층부의 높이 계획 등
건물 형태
천정
최소
높이
건축
건물 최대 폭
형태
건물
최대
깊이
기준
부속건물 최대 규모
주차대수
부설주차장의
설치계획
주차
위치
차량 진출입 허용구간, 주차출입구, 공동주차출입구
용도
허용위치 및 허가조건
허용용도, 불허용도, 권장용도, 지정용도
전면부 주차, 보행로, 조경 등 차도 및 보도계획, 조경계획, 가로시설물 설치계획
전면부 유형 공적
사적 전면부 셋백, 울타리, 현관 등 전면공지, 공개공지, 쌈지형공지, 침상형공지
경계침범
경계침범 허용 요소
지하철 출입구와 건축물의 연결 등
탑상형
건축물 설치구간, 건축물의 직각배치구간,
건물 유형
허용되는 건물 유형
연도형상가 배치구간 등
주: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2011) 및 경관계획 수립지침(2007)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도시설계 계획항목
번안, 그 외 필요에 따라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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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건물 최대 폭 규정

대상지 및 주변지역
컨텍스트

밀도조건 충족. 하지만, 주변 건축물
과의 규모 및 특성 조화 실패

유형이므로 간과할 수 있다.
건물 최대 폭과 건물 최대 깊이는 건물의 밀도
를규제하는항목으로서밀도규제와동시에주변
도시 형태 및 컨텍스트와 조화를 이루는 적절한
규모로 건축되도록 유도한다(<표 10>). 형태기반
코드는 조닝에서 제시되는 컨텍스트의 특성을 무
시한 일률적 기준인 용적률을 대체하도록 권장한
다. 우리나라의경우관련연구및논문에서그필
요성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밀도와 관련해서는 여
전히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존하고 있는실정이다.
주변 컨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정 규
모 이상의 대규모 개발 시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
을보완하는계획항목으로서건물최대폭과깊이
에 대한 기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10> 우리나라 도시설계에 적용되지 않는 계획항목
계획항목

1층 천정
최소높이
부속건물
최대규모
건물 최대폭
건물
최대깊이

설명

적용가능성

제한적으로 적용 특별한 경우이므로,
제외
미국 단독주택의
특별한 유형
용적률의
밀도 규제 요소 건폐율보완및 검토

건물 최대 폭 규정에 의해
주변과 조화 유지

2. 계획 특성의 적용 가능성
1) 형태 중심 관리를 위한 계획구역 세분화의 활
성화

형태기반코드는 조닝제도의 용도분리를 위한
구역 구분이 아닌, 지역의 물리적인 형태의 특성
에 따른 구역 구분을 강조하며, 그 원칙으로서 새
로운 개념인 트랜섹트 외에도 건물 유형, 가로,
건물 전면부가 활용된다.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은 역사 및 문화 등
특성보전지구, 기성 시가지, 신도시 등을 대상으
로 수립되는데, 그 중 일부 특성보전지구를 대상
으로 공공에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계획
구역의 세분화를 통하여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예를 들어 명동 지구단위계획은 가로체계 및 개
발규모를 기준으로 상업가로구역, 간선가로구역,
특별계획구역, 그리고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
되어 있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계획구역을 세
분화하였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중심용
도 성격에 따라 가회구역, 삼청구역, 안국구역으
로 구분하는 것 외에도 용도 및 한옥밀집도 등에
따라 한옥구역, 일반구역, 가로구역, 대규모부지
등으로 세분화하여 지침을 제시한다.
이러한 계획구역의 세분화는 일정지구 내에서
도 각 구역별 독특한 컨텍스트와 조화를 이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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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도시설계가
목적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따라
서현재특정지구에한하여제한적으로적용되고
있는 계획구역의 세분화를 일반 주거지와 신도시
를 대상으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 및 경관계획
등도시설계관련계획의경우에도확대적용을검
토한다.11) 즉 도시 건조형태의 물리적인 강도 및
자연과 건조환경 사이의 관계에 따른 트랜섹트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도시형태의 자연스러운 연
속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물리적인 형태 기준의 적극적 도입

조닝제도의 수치기준이 관념적이고 통합적이
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시형태에 대한 예측을 불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형태기반코드는 물리적인
형태 및 스케일 기준을 제시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도시형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물리적 형태 기준의 적극
적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매력적인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아름다운 도시경관 가꾸기, 지속
적인 정주환경 추구를 위한 마을의 환경 개선, 우
리나라 도시형태의 주요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조직의 보전 도모 등 최근의 도시 패러다임
은 도시형태에 대한 관심을 내포하고 있으며, 구
체적인 계획 내용 속에는 물리적인 도시형태의
개선을 포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골목길과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필지 등의 도시
조직이 지속적으로 파괴됨에 따라 이의 보전이

강조되고 있고, 따라서 일부 북촌 및 인사동과 같
은 역사지구의 골목길 형태 보전을 위한 건축선
후퇴 면제와 같은 제도적인 수단을 도입하여 보
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듯 제도적인 수단이 마련된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많은 경우 학계에서의 논의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학계의 논의가 실질적인 도
시공간에 구현되기 위하여 형태기반코드에서 주
장하는 물리적 형태 및 스케일에 기반한 기준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도시설계지침의 규제 범위의 명확한 인식 필요

형태기반코드는 사적영역이 공공영역에 미
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공공영역과 함께 규제 대
상에 포함되는 전체론적인 특성을 가진다. 미국
에서 미학적인 목적을 위한 건축물의 규제 및
디자인 심의는 많은 도전을 받아왔지만, 미국
법정에서는 권한 있는 기관 및 명확하고 목적
의식 있는 기준들에 근거할 경우 그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지하여 왔다. 하지만 사적영역의 규
제 범위는 공공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형태에 한하여 규제를 가하도록 제한함으로써
개별적인 스타일에 있어서는 건축가의 창의성
을 보장한다.
서울의 경우에 있어서도 2010년 재정비된 지구
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민간 건축물의 규제를 야
기하는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항목을 최소화하
고 공공성 및 기반시설 등 공공영역과 관련된 계

11) 형태기반코드가 기존 조닝제도에 의한 용도지역의 구분을 완전히 대체하여 트랜섹트 등의 새로운 구역 구분을 도입하고 있다면, 지구단위
계획의 계획구역 세분화는 용도지역지구제에 의한 용도지역 구분을 기반으로 한 상태에서 해당 구역의 특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요소를
제한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계획구역 세분화의 활성화 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계적인 접근을 도
모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현 상태와 같이 용도지역지구제의 용도지역을 준수하고 도시설계 관련계획에서 공공공간 및 건축물 형태
기준을 제시하고 운용한다. 이는 세분화된 계획구역별로 구체화된 도시형태의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해당 계획구역의 장소성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용도지역별 동일한 밀도 및 용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형태의 예측 및 자연스러운 전이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다음 단계로 일부 필요한 지구를 대상으로 형태기반코드와 같이 기존의 용도지역지구제를 대체하는 계획구역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각 계획구역별로 밀도, 용도, 공공공간 및 건축물 형태에 이르기까지의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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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항목 및 내용을 강화하였다. 즉 공공영역에 초
점을 맞추어 규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최근의 흐
름과 같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태기반코드의 전신인 씨사이드(Seaside)의
경우 건물 스타일을 포함한 코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형태기반코드가 구체적인 건축적 디자인
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한다. 영국에서 형태
기반코드를 성공적인 선례로 분석하고 이를 설계
코드(Design Code)라는 제도에 적용시키고자 하
는 노력이 지속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오
해와 함께 민간 개발업자에 의해 작성되어 주택
단지의 개발에 있어 협약 형태로 적용되는 패턴
북(pattern book)과의 혼돈이 영국 설계코드가
미국 형태기반코드에 비하여 건축적 디자인을 광
범위하게 작성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분석된다
(Walters, 2007: 130∼131).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 형태기반코드에 관한 논의 중 도시설계 수단
으로서가 아닌 건축적 스타일의 규제 수단으로
오해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러한 오해는 형태기
반코드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하여 해소될 필
요가 있다.

Ⅴ

. 결론

최근 도시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서 수준 높은
건축 및 도시설계의 구현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그 실현수단으로서 도시설계지침이 적극 활용되
고 있다. 도시설계지침의 실행방안 측면에서 가
지는 강제적 성격에 의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
은 연구 결과가 그 필요성 및 당위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는 도시설계지침의 명확한 개념 및 범위
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의 도시설계 규제수단

으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형태기반코드의 이
론적 고찰과 함께 도시설계지침의 형태로 제시되
는 규제내용의 계획적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하
여 그 특성을 도출하고 국내 적용가능성을 고찰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특정 도시형태를 달성하기 위한 규
제수단으로 정의되는 형태기반코드는 물리적인
형태에 대한 도시설계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건조
되는 환경을 예측하고 수준 높은 공공영역 형성
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형태기반코드의 기본구
성(<표 4>) 요소 중 지침이 제시되는 ‘공공공간
지침’ 및 ‘건축물형태 지침’의 계획항목을 총정리
하고(<표 5>), 계획적 특성으로서 첫째, 용도가
아닌 형태 중심의 관리, 둘째, 수치 기준이 아닌
물리적 형태 기준 제시, 셋째, 도시설계지침으로
서 공공영역 관리를 위한 규제 범위 설정을 도출
하였다.
형태기반코드의 국내 적용가능성 검토를 위하
여 형태기반코드에서 제시된 계획항목을 우리나
라의 도시설계 항목으로 번안(<표 8>)한 결과, 대
부분 계획항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계획항목에 없는 항목 중
밀도규제와 관련하여 건폐율 및 용적률을 대체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건물 최대 폭과 최대 깊이에
대한 기준의 도입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계획특성별 적용가능성은 첫째, 형태
중심의 관리를 위하여 건물 유형 및 가로와 같은
기준 외에도 트랜섹트의 도입 등을 통한 계획구
역 세분화를 활성화한다. 둘째, 아름다운 도시경
관 가꾸기, 도시조직의 보전 등 최근 도시 패러다
임의 실현을 위하여 물리적인 형태 기준을 적극
적으로 도입한다. 셋째, 형태기반코드는 전체론
적인 입장에서 공공영역과 함께 사적영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복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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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로 제한적이며, 건축물의 개별적인 스타
일에 있어서는 건축가의 창의성을 보장하는 특성
을 명확히 인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적용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형태기
반코드의 직접적인 적용에 앞서 계획적 측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는 측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
적 특성이 구현된 사례분석을 통한 검증 부재가
그 한계로 인식되며 향후 연구에서 이에 대한 보
완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던 도시설계 관련제도의 실행 체계 측면에서
형태기반코드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발전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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