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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출장노트] 미국 대도시의 용도지역제 재편
※ 서울연구원은 2012년 10월부터 해외출장보고서를 발췌, 요약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1. 출장 목적
∙ 최근 시대변화에 대응하여 용도지역 체계를 전환하고 있는 미국 대도시(LA, 샌디에고, 포틀랜드
등)의 용도지역제 운영체계 및 그 특징을 관계자 면담 및 지역 답사를 통하여 서울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

2. 출장 주요 내용
1) LA의 PLAN Re:Code
① Plan Re:Code의 배경 및 추진 경과
- LA시는 1946년을 마지막으로 Zoning Code를 개정하여 현재 35개의 용도지역을
운영
- 지역의 특수성 및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해 중복지구(Overlay), 특별 규제
(Special Regulation)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관리
- 지역 현안에 따라 개별 규정이 지속적으로 추가 및 수정되면서 용도지역이 200개를
초과하여 내용이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는 문제 발생
- 이에 LA시는 2013년 조닝체계를 개편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
- 2021년 기준 Downtown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Boyle Heights
Community Plan에도 일부 새로운 조닝 시스템을 반영하는 등 장기적으로 다른 지
역에도 적용할 예정
② Plan Re:Code의 7가지 목표
- 지역의 다양한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 개발
- 계획의 요구 및 목표와 일치할 수 있도록 구조화
- 현재 및 미래 정책 요구에 즉각적으로 대응가능한 체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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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Activities)와 건물 설계에 대한 규정을 분리
- Zoning의 규제 내용을 담는 Code 구성
-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로의 개편
- 기존의 다양한 설계 지침을 간결하게 통합
③ Plan Re:Code의 방향과 구조
- Plan Re:Code의 방향은 건축물 형태, 경관, 주변환경 등의 물리적 요소와 건물 내
에서 일어나는 활동요소를 동시에 관리하는 구조를 지향
- 형태(Form), 전면부(Frontage), 개발기준(Standards), 용도(Use), 밀도(Density) 등
으로 구성되는 Form-based Code와 Incentive Zoning이 혼합된 Hybrid 형식으로
표현하며,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Overlay를 활용

[그림 1] LA시 Re:Code 조닝 구조

④ LA Plan Re:Code의 최근 동향
- 최근 Boyle Heights Community Plan 내 새로운 체계의 조닝 코드로 수정하여 주
거지역의 다양한 밀도와 특성을 보존하면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성장 도모
∙ 특히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과 주거지역의 특성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새로운 조닝 체계를 활용

- Boyle Heights에 적용된 Form 규정만 보더라도 다운타운에 적용된 규정과 상이한데, 이
는 각 지역의 Community Plan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닝을 활용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한 조닝을 채택하여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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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LA시 Re:Code에 적용된 Form 규정 일부
구분

FAR
0.66~1.5
(Very Low)
1.6~4.0
(Low)

Down Town
Form 규정

4.1~6.0
(Mid)
6.1~8.5
(Moderate)
8.6~13.0
(High)
0.66~1.5
(Very Low)

Boyle Hights
Form 규정

1.6~4.0
(Low)

건폐율

기호

Form Districts

0.25

VF1

Very Low-Rise Full 1

0.8
0.9~1.0
1.0
1.0
0.9
0.9
0.95

LN1
LM1,2
LF1
MN1
MM1
MB1, 2 ,3, 4
MF1

Low-Rise Narrow 1
Low-Rise Medium 1, 2
Low-Rise Full 1
Mid-Rise Narrow 1
Mid-Rise Medium 1
Mid-Rise Broad 1, 2, 3, 4
Mid-Rise Full 1

0.9~1.0

DM1, 2, 3, 4, 5

Moderate-Rise Medium 1, 2, 3, 4, 5

1.0
1.0

HM1, 2
HB1, 2, 3, 4, 5

High-Rise Medium 1, 2
High-Rise Broad 1, 2, 3, 4, 5

0.65

VLN1,2

Very Low-Limited-Narrow 1, 2

0.85~1,0
1.0
1.0
0.75

LLM3, 4, 5, 6, 7
LUM1, 2, 3
LUF2
LLN2

Low-Limited-Medium4, 5, 5, 7
Low-Unspecified-Medium 1, 2, 3
Low-Unspecified-Full 2
Low-Limited-Narrow 2

[그림 3] Boyle Hights의 Low Neighborhood Residential
지역 (출장자 촬영)

[그림 2] Boyle Hights의 Neighborhood Center 지역
(출장자 촬영)

2) 샌디에고(San Diego) Overlay Zones와 Planned Districts
① 샌디에고 용도지역체계의 구조
- 샌디에이고시는 용도지역(zone)의 종류를 결정 및 지정하고 각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를 주용도, 세부용도로 별도로 규정
- 허용용도

규정

외에

별도의

허용용도

규정(Separately

Regulated

Use

Regulations)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은 각 용도지역의 용도 규정 중 조건부 허용용
도, 주민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용도 등의 구분에 해당하는 용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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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디에이고시의 용도지역은 크게 6개로 구분
∙ Open Space Base Zones, Agricultural Base Zones, Residential Base

Zones, Commercial Base Zones, Industrial Base Zones, Mixed-Use
Base Zones

[그림 4] 샌디에고 시 용도지역 코드 구분 예시

- 신규 용도지역으로서 Mixed-Use Base Zones가 2019년 신설
∙ Mixed-Use Base Zones의 목적은 중심지와 인접하여 직주근접을 도모하고, 자

동차 이용을 지양하고 양호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을 유도
② 샌디에고시의 Overlay Zones와 Planned Districts
- Overlay Zones는 기존 용도지역에 추가적으로 지역을 지정하여 다른 규정의 적용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높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거나 연안 인접지역 등
의 지역에 주로 지정
- 현재 11개의 Overlay Zones를 운용
- Overlay Zones로 구분되는 지역의 경계를 결정하고, 각 구역계에 따라 특정 용도에
대한 규정을 달리 적용
- Base Zones와 Overlay Zones 외에 Planned Districts 제도를 운용
- Planned Districts는 특정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거나 장소성 보존이 요구되는
지역 등에 대해 지정
-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과 유사하게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규제사항, 계획 심사
절차 등에 대한 상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 의회가 결정하되 지역에 따라 공청
회 등의 절차를 거침
- 또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를 통해 지역특성 반영 및 지역 이미지 형성
- 다운타운 지역은 주요 가로, 건물, 블록 단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상세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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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샌디에고 시 다운타운 지역 내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례(Little Italy 지역, 출장자 촬영)

[그림 5] 샌디에고 시의 Planned Districts 사례(Centre City
Planned District)

3) 포틀랜드 Overlay Zone
① 포틀랜드 용도지역체계의 구조
- 포틀랜드는

Base

Zones,

Overlay

Zones,

Plan

Districts,

Historic

and

Conservation Districts 등을 활용하여 토지이용을 관리
∙

Base

Zones은

Commercial/Mixed

Open
Use,

Space,

Single-Dwelling,

Employment

and

Multi-Dwelling,

Industrial,

Campus

Institutional의 6개로 구분
- 최근 Single-Dwelling Zone에서 1unit에 ADU(Accessory Dwelling Unit, 차고
등 부수적인 소형 건물)뿐만 아니라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등 세대를 추가할 수 있도
록 변경 추진

② 포틀랜드의 Overlay Zones
- Overlay Zones는 base zones에서 하천, 녹지 등의 환경 보존, 용도 혼합 및 지역
의 건축 디자인 촉진 등을 위한 특별한 토지이용의 방향이 있는 경우 중첩하여 활용
- 현재 13개의 Overlay Zone 운용(Aircraft Landing / Buffer / Centers Main
Street / Constrained Sites / Design / Environmental / Future Urban /
Greenway / Historic Resource / Pleasant Valley Natural Resourc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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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land International Airport Noise Impact / Prime Industrial / Scenic
Resource)
- Design Overlay Zone은(d) 지역 중심지역의 가로를 상업, 주거, 산업 등 용도를 복
합시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양호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 조닝맵에
서는 d로 표시
- Centers Main Street(m)은 주로 종합계획에서 다운센터, 지역 중심가로의 용도 혼
합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정하며, transit street 100피트 이내에는 소매판매업
및 서비스, 사무실, 산업 서비스, Community Service 등 용도가 최소 1층 면적의
25% 이상 의무

[그림 7] Overlay Zone 규정이 적용된 복합용도 건물 사례1
(출장자 촬영)

[그림 8] Overlay Zone 규정이 적용된 복합용도 건물 사례2
(출장자 촬영)

4) 시애틀 Neighborhood Residential Zone
① 포틀랜드 용도지역체계의 구조
- 시애틀의 용도지역은 zoning map에서 8개로 지정되어 있으며, 각 용도지역을 상세
하게 세분한 용도지역을 포함하면 총 38개로 구분
- Zoning map에서 개략적인 용도지역 표시 및 세부 용도지역은 221개 구역에 대해
개별적으로 표현하는 형태
- 건물 용도는 주용도, 부가용도, 임시용도, 조건부 용도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용도
종류와 개발 규제사항 등을 함께 명시
- 각 용도지역 규정에서 주어진 용도군에 대해 허용 여부를 정하도록 명시
- 용도지역별 규정 사항은 허용용도, 최소 필지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선, 기반시
설 용량을 반영한 가구수 제한, 주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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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애틀 Neighborhood Residential Zone
- 최근 Single-family zone을 Neighborhood Residential zone으로 수정
- 시애틀의 인구 증가, 부동산 가격 상승, 다양성 수용 등의 여러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명칭 수정 및 ADU 등 다양한 주거형태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도

[그림 9] Neighborhood Residential 적용 대상지역 사례1
(출장자 촬영)

[그림 10] Neighborhood Residential 적용 대상지역 사례2
(출장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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