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사업의
교통부문�역할
정립방안



연구책임

이 창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연구진

이광훈

김순관

이신해

신성일

김원호

김승준

안기정

유경상

정상미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교통시스템연구실 부연구위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약 /�i

요약
도시거점지역은 ‘공간교통’�개념 구현
노후주거지역은 불법주차 해결에 중점

서울,�급속한 도시화로 다양한 문제 경험…이젠 도시재생할 때

1960년대부터시작된압축적인 경제성장으로서울은급속하게도시화되고팽창하였다.�서울시

는 늘어나는 인구와주택수요에대응하여 대규모 교통 인프라사업과함께 도시 전역에 걸쳐

재개발사업을 추진했다.�이에 따라 도시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기존의도시조직을전면 철거하는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여서울의 결에켜켜이쌓인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크게 상실했다.�똑같은 모습으로 개발된 고층 아파트나오피스·주상

복합건물이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었고,�교통 혼잡·지역공동체 파괴·환경문제를 야기했다.�

이제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쇠퇴한 도시공간에 대해서도 물리적

인 환경개선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도 지역을 재건하는 ‘도시재생’에 관심이 모아지

고 있다.

도시재생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역사·문화 복원에 ‘우선순위’

현재 도시재생을 위한 노력은 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유동인구와

거주인구를유입시키는데중점을두고있다.�또한도시재생의 최종결과물보다주민공동체를

비롯한이해관계자가적극적으로참여하여만들어내는과정속의산물을더중요시한다.�이처

럼 도시재생은공동체가주도하고이해관계자가폭넓게참여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고

잃어버린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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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정비도 도시재생 중요기반…실질 정책수단은 부족

교통인프라정비를포함한물리적환경의개선도도시재생을가능하게하는중요한기반이다.�

그러나실제재생사업을진행하는과정에서적절한수준의교통인프라를확보할수있는효과

적인 정책수단과법적근거가부족하다.�이를테면 「도시재생활성화촉진을위한특별법」을 근

거로 설치한 도시재생 특별회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항목을 제시하

고 있다.�이 중에는 교통 인프라 정비를 포함하여 사업대상지의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관련된

내용은 크게 부족하다.�

결과적으로도시철도역사와같은대규모시설을중심으로진행하는도시재생사업에서완결된

보행네트워크와같은열린공공공간이많지않다.�노후주거지역에서도건물보수나마을기업

설립 등 소규모 사업 위주로 추진하기 때문에,�열악한 보행환경,�협소한 도로,�불법주차 등

지역 전반의 교통체계에 관한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2015년 27개 지역 선정해 유형별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2015년 서울시는 27개의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발표하고 유형별로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전략을짜고 있다.�이 중 교통문제가 비교적 명확하고 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의 활성화와공공성을증진할수 있는 ‘도시거점지역’과 ‘노후주거지역’을 연구 대상으로삼고,�

두 가지 지역 유형에서 나타나는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의 정책방향을 제안

하였다.

도시거점지역:�완결된 보행네트워크 중심 ‘공간교통’�개념 실현

도시거점지역의 대규모 복합공간을 대중교통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개발하고,�지역 전체에 보

행친화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공간교통’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공간교통’�계획의

목적은 대중교통과 보행의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공공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데있다.�[그림 1]과 같은 ‘공간교통’�개념을바탕으로도시거점에서외부교통체계와연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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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시설,�도로상층부인공지반에의한보행네트워크,�지상과지하의여러층으로이루어진

보행공간을 수직으로 연결하는 시설을 구현할 수 있다.�

[그림 1]�공간교통체계 개념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제도 활용해 공공성 높은 공간 창출

도시거점지역재생과정에서공공인프라를창출할수있는제도로지구단위계획의특별계획구역

제도를들수있다.�그러나지금까지는공공성증진을유도하기위해부여해왔던용적률인센

티브가 보행공간을 비롯한 공공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했다.�이 연구에서

주창한 ‘공간교통’�개념을 실제로구현하기 위해서 기존특별계획구역 인센티브체계를교통대

책을수립하는절차와연계시킬필요가있다.�500㎡�이상규모의특별계획구역을대상으로사

업개발 구상안을 가지고 연계적인 교통평가에 기반을 둔 교통대책을 공공기반시설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 �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은 건물 중심의 계획으로서 거점지역을 보행 네트워크로 일체화시키기에

는 역부족이었다.�새로 신설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공성이 높은

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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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거지역:�불법주차 해결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과제

대표적인노후주거지역이자국가선도재생지역으로지정된창신동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를 조사한 결과,�노후주거지역의 교통문제는 ‘자동차가 점령한 골목길’이라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다.�골목길에 불법으로 주차한 자동차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생활권을주민에게서빼앗았다.�주차문제는이웃간분쟁의 잦은 원인으로,�도시재생의주

목적인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기도 한다.�무엇보다도 불법주차한 차량들이 주거지역 전체를

잠재적인 화재 위험에노출시키고있다.�결론적으로주차문제를해결하지않은주거지재생사

업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는 ‘사상누각(沙上樓閣)’과도 같다.�

교통MP가�불법주차 해결에 초점 둔 종합 지구교통계획 세워야

노후주거지역의교통인프라정비에투자할수있도록도시재생특별회계에인프라관련세출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그리고 사업대상지에서 교통 인프라 정비를 총괄할 교통 MP(Master�

Planner)�제도를신설하여사업대상지별로지구교통계획을수립하는것이바람직하다.�노후주

거지역의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불법주차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행환경과

도로를 정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지구교통계획이 필요하다.

[그림 2]�노후주거지 지구교통계획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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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적극 참여 바람직

도시재생사업은도시기능을 회복하는과업에주민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주체가 적극적으

로참여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이 과정에서 공동체가 형성되고,�이러한공동체가주도

하여 공공시설 유지,�인프라 계획,�지역의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할 때 자생적으로 지속가능한

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서울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고,�

이들이 사업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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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도시재생사업에서교통의역할증대필요

1_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개발정책에서 이제는 ‘도시재생’으로

1962년부터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되

기 시작했다.�그 후 50년간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서

울의 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난이 심화되자 대단위 주

택단지를 건설하고 신도시를 개발하는 등 서울의 경제적 권역은 급속히 팽창했다.�도시

성장을 중심으로한주거 공급 위주의 개발정책은 새로운 도로와대중교통 체계를 구축

하는 대규모 교통 인프라 건설 계획과 병행하여 추진되었고,�이에 따라 도시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수십 년에 걸친 도시개발정책은 성장하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버팀목이었지만,�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노후하고 쇠퇴한 주거지역이나 도심이 전면 철거방식에 의해 고층 아파

트나 주상복합건물로 획일적으로 재개발되었다.�이는 교통문제·도시경관의 획일화·지역

공동체 파괴·환경 문제를 야기했고,�서울이 갖고 있던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크게 상

실하게 만들었다.�구도심은 생활·문화·교육 등의 기능이 약화되어 상주인구가 감소하였

고 도시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공동화되는 지역도 생겨났다.�

이제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쇠퇴한 도시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하는 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지역을 다시 재건하는 ‘도시재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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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5,�도시재생,�pp.410-413,�본 과제에서 재구성

[그림 1-1]�도시재생 부문별 지향 목표

2_물리적·경제적·사회적 측면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도시재생

‘도시재생’은 도시환경의 물리적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도 동시에 고려하고,�

최종 결과물보다는주민과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통한과정의산물을중시한다.�

물리·경제·사회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재생을 추진한다.� �

1)�공공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

쇠퇴한 도심부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

록짜임새 있는인프라구축계획이 필요하다.�무엇보다도지역에충분한공공공간을제

공하여완결된보행네트워크를구축해야한다.�2000년대에전개된동경도도심부의재개

발사업은 지역의 본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상업·업무·주거·문화의 기능이 복합적으

로구현된도시재생사례를보여준다.�노후주거지에서도주거기능을회복하고공동체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인프라를 갖는 게 중요하다.�

2)�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재생해야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 유동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은 도

시재생의 실체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재생의 목적은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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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따라 쇠퇴한 산업을 재건하는 ‘재생’�과정으로 고용 확대와 소득 증가를 꾀하는

것이다.� �

3)�주민공동체가 참여해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에서는 사업의 최종결과물보다 주민공동체를 비롯한 여러 이해주체가 참여하는

일련의과정이중요하다.�도시재생에서는도시기능을회복하는과제에적극적으로참여하

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본다.�이러한 공동체가 주도하여 공공시설 유지,�인프

라보수및 관리,�지역 홍보활동을벌일 때,�[그림 1-2]와 같은지속가능한선순환체계

가�자생적으로 만들어진다.� �

위의 세 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는 도시재생은 쇠퇴하고 있는 지역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물리·경제·사회적으로부흥시키는통합적인 접근방식으로이해할수있다 (대한

국토·도시계획학회,�2015).� � �

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5,�도시재생,�pp.17-18,�본 과제에서 재구성

[그림 1-2]�도시재생에 의한 도시환경개선 순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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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교통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도시재생이 지속가능할지 의문

도시재생의 중요한요소중 하나가 물리적 환경개선이고,�도로·보도·주차시설 같은 교통

인프라가 이 범주에포함되는 것은 자명하다.�그러나 지금까지의 도시재생사업 진행과정

에는 교통전문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지구단위에서 구체적인 교통부문 계획

을 수립하지 못했다.

도시재생사업에서교통계획이도외시된 것은교통영향평가제도가간소화되면서예견했던

일이다.�2008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제도’가�‘교통영향분석·개

선대책’으로 바뀌면서 개발사업에서 정비계획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절차가

대폭간소화되었다.�현재는건축물이나단지계획을세울때별도의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건축심의에서 교통대책도 함께 점검을 받고 있다.�

그러나 건축심의는 사업추진절차 중 용도지역·용적률·기반시설 등에 대한 정비계획 심의

가�완료되고계획안이잠정적으로합의된 이후에 진행하기 때문에교통계획을크게 변경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즉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하여 교통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사업에서도 적절한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가 없

다.�따라서도시철도역사와같은대규모도시계획시설주변의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전

체를 포괄적으로 연결해주는 완결된 보행 네트워크나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열린

공공공간을쉽게찾아볼수없다.�2011년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수행한 ‘도시개발과연

계된 선제적 교통개선대책 수립방안 연구’(서울시정개발연구원,�2011)에서 이와 같은 사

례를 여럿 보여준다.�

공공성이 부족한 도시환경은 사업대상지에서 도시재생의 경제·사회적 측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무릇도시재생이란물리적환경개선과함께지역 경제를활성화하고사회통합에

기여할수있는공간을창출하는것에그목적이있다.�그러나지역전반의물리적구조를

아우르는 교통 인프라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지역을 경제·

사회적으로부흥시킬탄탄한기반이만들어지지않는다.�이러한도시재생은지속가능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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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에서 교통 인프라정비를소극적으로다루는 현 실정은 서울시 주거지 재개

발사업이 추진동력을 잃어버린 데에도부분적으로 기인한다.�서울시는약 1,300개 구역

을 지정해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부동산 침체로 인해 모든 개발행위를

포함한재산권행사에제한이가해졌을뿐오랫동안사업이 정체되어 있었다.�2012년 서

울시는뉴타운·재개발출구전략을발표했고,�2015년 4월 착공하지 않은 683개 사업구역

중 245개 구역을 해제했다.� �

과거에 전면 철거형으로노후주거지를재개발하는과정에서는원주민이제대로재정착하

지 못했고 기존의 공동체가 크게 파괴되었다.�이러한 점에서 서울시의 정책방향 선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보인다.�그러나 교통문제에 관해서는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이 의미

하는바가크다.�현재의 주거지재생은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주거환경관리사

업과같이주택개량을지원하고지역내에공공공간을조성하는소규모사업위주로진행

하고 있다.�이러한 사업은 주거지역에 이미 형성된 가로와 가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는 수복형 재개발이기 때문에 교통측면에서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필지단위로 주거환경의 개선을 꾀하기 때문에,�지역 전반의 물리적인 구조를

손질해야 해결할 수 있는 교통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노후주거지는 단독주택이

다세대·다가구주택으로개조되어 밀집된 경우가대부분이다.�이러한지역은보도폭이좁

고 도로가 협소하여 차량 소통이 어렵고 지역 전체에 막다른 골목이 많다.�무엇보다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가 만연하다.�기존의 교통체계를 유지하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물리적인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로를 확장하기 어렵고,�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지

못하면 전체 가로망의 연결성을 향상시키기 힘들다.�특히 불법주차가만연한주거지역에

서는필지단위로주차공간을늘려주차부족을어느정도해소할수있을지언정지역전체

의주차질서를확립할수있는체계적인계획은수립하기힘들다.�불법주차는곧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고,�화재가 발생했을때소방차의 신속한 진입을막아인명

손실로이어지기도한다.�그러나이제는더 이상전면 철거방식으로는주거지의교통문제

를해결할수없다.�노후주거지역의도시조직을보존하고공동체가참여하는도시재생에

걸맞게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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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의특성과상관없이,�교통인프라를확충하고자하는노력없이는도시재생이 지

속가능하지 않다.�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교통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도시재생사업에서 교통문제를 다루려면 관련

법률과사업을추진하는단계에서제도적으로원칙을세우고필요한재원을마련해야한

다.�2장에서는도시재생사업과관련된 법률과사업추진체계를살펴보고서울의도시재생

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였다.�

서울에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는대상지역중 ‘저이용·저개발중심지역’과 ‘노후주

거지역’은 교통문제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교통체계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

성화와공공성증진이가능하다.�‘저이용·저개발중심지역’은광역교통거점을중심으로하

는 ‘도시거점지역’을 포함한다.�3장과 4장에서는각각�‘도시거점지역’과 ‘노후주거지역’�도

시재생사업에서 교통부문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서울시에서

수행해야할 정책을 제안하였다.�



02
도시재생사업�관련�
법률과�추진체계�

1_도시재생특별법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가능

2_서울시에서는 27개 선도지역 선정해 도시재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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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도시재생사업관련법률과추진체계

1_도시재생특별법으로 다양한 사업 추진가능

법적 테두리 내에서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다.�

1960년대부터시동이 걸린 경제성장과급속한도시화로인한난개발에대응하기위해도

시재개발이 필요했고,�국가는 이를 법제화하여 시행하였다.�무허가 불량주택지구를재개

발지구로 지정하여 전면 철거하는 재개발사업이 주를 이루었다.�주택의 물리적 개량이나

도시미관의 개선,�도시공간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전면 철거에

의한부작용도컸다.�재개발이후에정착하지못해생활공간을상실하는원주민이생겨났

고,�지나친 고밀도 개발로 인하여 도시구조 차원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사업은 「도시개발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

한특별법」를 근거로이루어졌다.�혹자는전면 철거를바탕으로한재개발사업도 ‘도시재

생’으로이해했고실제로그렇게부르기도했다.�그러나지역의물리적구성요소에초점을

맞추고 진행한도시재개발은 도시재생의 관점으로 접근하기에는한계가 있다.�2013년에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촉진을 위한특별법」에서 비로소 물리적인 요소와 더불어 경제·

사회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도시재생’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다.�도시재생의 의미

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그에 따른 사업과정을 살펴보았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국가와 지자체는 일련의 정비사업을 시행

할수있다.�도시의 기능이 쇠퇴한지역을정비구역으로지정하고,�도로·공원 등기반시설

과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건축물을 건설한다.�기성시가지와 노후주거지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구역 내에서 추진한다.�도정법에 의해 수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다음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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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거주하는지역으로정비기반시설이극히 열악하고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도시환경정비사업
상업·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다세대주택등이 밀집한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공동이용시설의�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

가로주택정비사업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유지하면서 소규모로�주거
환경을 개선

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5,�도시재생,�p.163.

[표 2-1]�정비사업 구분과 정의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진행한다.�기

본계획에는정비구역으로지정한지역을대상으로정비사업의기본방향과지침을담는다.�

자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15,�도시재생,�p.165

[그림 2-1]�정비기본계획의 위상과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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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에는정비구역의특성을고려하여정비방향을설정하고,�기반시설 기준·개발밀도·

정비방법 등 구체적인 지침을 포함한다.�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모두 상위법과 상위계획에

구속되며,�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위 [그림 2-1]과 같다.

도정법에 의한사업은도시기능을 회복하고주거환경을개선하는 성과를냈으나,�민간이

주도하여 개발이익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고 공공의 지원이 미미했다.�기반시설을

기부채납으로확보하여공공의 편의를위해필요한도로나보행공간등공공공간을광역

적·체계적으로정비하지못하는한계도있었다.�이는 정비사업을지정된구역내에서소규

모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특별법」(이하 도촉법)은 도정법에 비해 광역적으로사업구역(도

시재정비촉진지구)을 설정한다.�기존에 도정법에 의한 사업도 도촉법에 의해 추진할 수

있다.�단 공공에서 기반시설을계획적으로설치하는등공공의계획기능과역할을강화하

고주변지역과연계하여대규모통합개발을유도한다는점에서도정법정비사업과구별된

다.�대표적으로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을 들 수 있는데,�실제로 서울시의 시책사업이었던

뉴타운사업을 법정사업으로 명문화시킨 것이 도촉법이다.�도촉법은특별법으로도시재정

비촉진지구 내에서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도촉법은정비사업활성화를위해소형주택건설비율완화·용적률완화·용도지역 변경·개

발부담금감면등의특례를인정하고있다.�도정법과마찬가지로재정비촉진계획을수립

해야 하고 총괄계획가나 총괄사업관리자가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그러나 도촉법에따른 정비사업도,�민간자본이 주도하여 사업성을기준으로노후된 물리

적환경을전면철거하는방식으로 이루어졌다.�주거환경은개선되었지만도시계획적인 필

요나 상업성에 의해 사업의 성사여부가 좌우되어,�결국 분양이익을 얻기 쉬운 공동주택

개발에 치중했다.�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주민의 사회·경제·문화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못했고,�많은원주민이재정착하지못하여지역공동체가파괴되는휴유증을앓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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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재생 활성화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활성화촉진을위한특별법」(이하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의 법률

을 정리해보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자료 :�서울특별시,�2012,�신주거재생 정책방향 정립 및 제도개선방안연구,�p.17

[그림 2-2]�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변화

도시재생특별법에서 비로소 ‘도시재생’이 법적으로정의되었다.�도시재생은지역의물리적

인개선과경제·사회·문화·환경적 측면을아울러 종합적으로활성화시키는포괄적인개념

으로다양한사업을포함한다.�즉 문화시책,�보육사업,�전통상가보존,�실업 대책등사

회경제적문제에대한대응책까지도도시재생의 범주에들어간다.�물론도시재생특별법도

기존의도정법·도촉법에따른전면 철거를전제로한물리적사업도법적으로는도시재생

에계속포함시키고있다.�그러나도시재생특별법도다양한성격의사업과연계하여추진

할수있도록도시재생의개념을정리하고법적근거를마련한것이큰특징이다.�따라서

도시재생의 경제·사회적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비물리적 사업이 추진력을

받게 되었다.�도시재생특별법에서 규정한 도시재생사업의 종류는 다음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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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종류

가.�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나.�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다.�주민 제안에따라해당지역의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활성화하는
사업

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따른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위한특별법」에따른재정비

촉진사업
마.�「도시개발법」에따른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개발및 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역세권개발
사업

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사.�「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아.�「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자.�「국토의 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
를 포함한다)�지정에 따른 사업

차.�「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카.�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자료 :�서울연구원,�2013a,�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p.31.

[표 2-2]�도시재생사업의 종류

도시재생사업은 국가의 도시재생 기본방침에서 시작한다.�국가가 기본방침을 세우면 지

자체별로기본방침과일관성있는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여사업대상이 되는지역을

선정하고추진체계를구체화한다.�서울의도시재생전략계획은도시기본계획과생활권계

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에서 제기된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작성중에있다.�그리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이에따른실행계획으로서,�지역별로 수

립된 구체적인 계획의 총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실행계획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대상지에

따라경제기반형과근린재생형으로구분한다.�경제기반형은산업단지·항만·공항·도시철도

역사등도시계획 시설을중심으로한대규모사업에해당한다.�근린재생형은낡은근린

주거지나쇠퇴한상업지역을대상으로하는유형이다.�도시재생사업이실현되기까지추진

체계는 다음 [그림 2-3]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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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2015,�2025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추진방향,�도시재생 전략계획 주민공청회 발표자료,�
본 과제에서 재구성

[그림 2-3]�도시재생 계획체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두가지유형의사업은다음의 [표 2-3]�와같은차이점을갖는다.�

지표 경제기반형 근린재생형

목적
국가핵심시설의정비및개발과연계한도시의
새로운기능부여,�고용기반창출등(법 제2조)

생활권단위의 생활환경 개선,�기초생활인프라
확충,�공동체활성화,�골목경제살리기(법제2조)

대상지
산업단지,�항만,�공항,�철도,�일반국도,�하천 등
국가의핵심적인 기능을담당하는도시·군계획

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가 필요한 지역

근린주거지 도는쇠퇴상업지(중심가로와배후

지역)

수립권자

전략계획수립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
시내 군은 제외)�

(법 제 19조)

전략계획수립권자와 자치구청장
(법 제 19조)

비고
도시경제기반형활성화계획이고시된경우,�도시
관리계획결정·변경과도시계획시설사업의시행

자 지정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법 제 21조)

자치구청장은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수립
하고그에따른도시재생사업의 총괄·조정·관
리·지원 등업무를위해전담조직과도시재생

지원센터를설치할수있음(시행령(안)�제 16조�
및 19조)

자료 :�서울연구원,�2013a,�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p.37.

[표 2-3]�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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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중앙

정부에서전담기구를설립하여지자체의도시재생전략계획과활성화계획수립을지원하

고사업을시행할때도도시재생전문가를육성하거나파견하는임무를띤다.�지자체에서

도시재생관련계획을원활히수립하고시행할수있도록사업구역별로도시재생지원센터

를둘수있도록했다.�또한지자체는도시재생사업을반영하여 지방재정계획을수립하고

도시재생특별회계설치를의무화하였다.�도시재생을지원하는기구들의구체적인 역할은

아래 [그림 2-4]에 정리하였다.�

자료 :�서울연구원,�2013a,�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p.33.

[그림 2-4]�도시재생 추진체계

지자체는도시재생사업을펼치기 위해인구의급격한감소,�산업의지속적인이탈,�건축물

의노후도의 3가지 조건중 2가지 이상에해당하는 지역을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

정할수 있다.�이 중에서 국가에서 도시재생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지역은 도시재생 선

도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고,�중앙정부는 선도지역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표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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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인구감소지역
․ 최근 30년간 최고 인구수 대비 20%�이상 인구 감소
․ 또는 5년간 3년 이상 연속 감소

산업이탈지역
․ 최근 10년간 최고 사업체수 대비 5%�이상 사업체 수 감소
․ 또는 5년간 3년 이상 연속 감소

노후지역 ․ 준공 이후 20년 이상 경과 건축물이 전체의 50%�이상

[표 2-4]�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선정기준

도시재생특별법은도시재생사업을지원하는성격의 법률로,�기존에민간이주도하여수행

하던 도시정비사업에 비해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의의가 있다.�도시재생

정책을추진하기 위한계획수립단계와사업추진단계및체계를명확하게규정하고,�국가

와지자체차원에서의무적으로전담기구를설치하도록한것만보아도알수있다.�그러

나충분한재원을마련하지는못했다.�지자체의 지방재정계획에재생사업에필요한예산

을의무적으로반영하도록하였으나,�중앙정부가도시재생을지원하기 위한기금을확보

하지는못했다.�따라서국가가지자체의도시재생사업을실질적으로지원하는데는한계

가�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

2_서울시에서는 27개 선도지역 선정해 도시재생 추진

2015년 현재,�서울시는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고있다.�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서

울시도시재생의기본방향,�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수립방향등도시재생의 거시적인추

진전략을 담는다.�지역의 특성을충분히 고려하여 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기 위해다양한

유형의 ‘서울형 도시재생선도지역’�27개소를발표했다.�선도지역은 4가지 범주로분류할

수 있다.�첫째는 과거 제조업 기지의 재편과정에서 ‘쇠퇴·낙후 산업지역’,�둘째는 역사와

문화를통해재생이가능한 ‘역사문화자원특화지역’,�셋째는 도시철도역등의대규모시

설주변지역으로과거에성장을견인했지만이제는발전의동력을잃은 ‘저이용·저개발중

심지역’,�넷째는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노후주거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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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2015,� ‘서울시,�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선정 보도자료

[그림 2-5]�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구분 사업명

1 쇠퇴·낙후
산업지역
(3개소)

�세운상가 일대 도심산업 재활성화

2 �서남권 준공업 지역(G-Valley)

3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재생

4

역사·문화자원

특화지역
(7개소)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5 �마포석유비축기지 친환경 복합공간 조성

6 �서울과 한강의 미래를 꿈꾸는 노들섬 조성

7 �남산 예장자락 재생사업

8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9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 재생

10 �돈의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건축도시재생박물관 건립 등)

11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5개소)

�서울역 역세권 주변 재생

12 �창동상계 일대 신경제중심지 조성

13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14 �광운대역 역세권 주변 재생

15 �상암DMC·수색 서북권 창조경제거점 육성

[표 2-5]�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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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명

16

노후주거지
(12개소)

�성곽마을 보전·관리(9개권역,�22개 마을)�

17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

18 �해방촌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

19~23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5개소)
� :�암사1동,�성수1,2가동,�신촌동,�상도4동,�장위동

24 �북한산 주변 주거지 관리

25 �역사문화의 보고 서촌 재생

26 �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27 �G-Valley를 품는 마을!�가리봉

자료 :�서울시,�2015,� ‘서울시,�27개 ’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지역‘�선정 보도자료

[표 2-5�계속]�서울형 도시재생 선도사업 대상지역

이 연구는 서울시가 선정한 27개 선도지역 중에서,�앓고 있는교통문제가 비교적 명확하

게 정의되어 있고 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와 공공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과 ‘노후주거지역’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는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의 기본 정비방향으로

1)�창조문화산업과 R&D�등 신성장산업의 기반강화,�2)�공공기관의 이적전지등대규모

가용지를 선제적으로관리하여 광역차원의 경제중심지조성,�3)�단절된 지역거점 간보행

네트워크복원과강화를 삼고있다.�이 연구에서는 ‘저이용·저개발중심지역’�중에서 광역

교통거점이 중심이 되는 ‘도시거점지역’으로 범위를 한정했다.�창동·상계 일대,�광운대역,�

서울역역세권등이대상지역에해당한다.�이 연구에서는 ‘저이용·저개발중심지역’의 기본

방향이 기존에개발이완료된 지역도재개발을통해실현될수있다는점을염두에두고,�

3장에서 도시거점지역의교통의역할을강화할수있는도시재생의일반적인해법을모색

하고자 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서울시는뉴타운사업을더 이상활발하게진행하지못하고있다.�

이제는철거형재개발방식에서벗어나기존커뮤니티를보존하고복원하면서주거환경을

개선하는도시재생이필요한시점이다.�노후주거지역에대하여 서울시도시재생전략계획

에서는 1)�지역의특성에따라역사·자연자원을활용하여주거환경을개선하고가구의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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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고려하여 주거공급,�2)�정비사업(뉴타운)�해제지역에현존하는커뮤니티를기반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단위 점진적 정비,�3)�사회취약계층과 교

통약자를 위한베리어 프리(Barrier-Free)�생활기반시설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연구의 4장에서는국가가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지정한창신·숭인지역의 일부인창신

동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를사례연구대상지로선정하여교통문제에초점을맞추고

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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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방안

4_‘공간교통’�개념의 도입으로 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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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도시거점지역도시재생과교통

1_도시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통체계 도래

오랜 기간 지속되어왔던 오토피아(Autopia)도 서서히 퇴조의 시기를 맞고 있다.�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보행중심으로의패러다임 변화는이미 진행중이다.�또한최근첨단

IT�기술과 고령화 등 교통과 간접적인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도시교통체계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2013년에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과 2015년 개정된 「국토

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에추가된 입지규제최소구역등과같이복합적토지 이용과

도시기능강화를추구하는도시정비기법이나오면서새로운시스템요구가대두되고있다.�

기나긴개발압축성장시대가끝나가면서도시는이제성숙재생시대에돌입하고있다.�개

발성장기에는폭발적으로늘어나는 인구와자동화를 위해주택과도로가무한공급되었

고 도시는 외곽으로 빠른 속도로 팽창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전세계는 금융위기를 겪었고 개발의 속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녹색교통,�지속가능한교통이구호에만그치지않고주요시정책의 중심사

업으로등장하고있다.�대중교통과보행을강조하는대중교통중시정책은주요교통거점

의 토지이용을 복합화·고밀화로 이끌고 있다.�

� � � � � � � � � � � � � � � � � � �자료 :�Riddell,�2004,�지속가능한 도시계획

[그림 3-1]�현대 도시사회의 패러다임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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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병행하여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지닌 인구 고령화 현상도 도시공간 구성에

변화를 주고 있다.�고령인구의 탈자동차화와 중심지 선호로 인해 집약화된 도시구조를

추구하게되고지역거점이되는도심과부도심은도시재생차원에서차없이도생활이가

능한 도시공간으로 창출되고 있다.

대중교통 중시정책과 집약화된 도시공간 추구는 앞으로의 도시체계를 주요 교통거점과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패턴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림 3-2]�시가화지역에서의 자동차와 대중교통의 서비스 변화

이미미국도도시정비개념으로대중교통지향개발(TOD�:�Transit�Oriented�Development),�

압축도시(compact�city),�스마트시티(smart�city)�등을도입하고있으며,�유럽과일본에

서는 도시재생의 핵심적 사업으로 교통거점·지역거점의 집약화·일체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수도권의 경우에도고속철도(KTX),�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등이 확충되면서

수도권도처에새로운광역교통거점이생겨나고광역교통역사를중심으로복합도시공

간 창출을 위한 다양한 도시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바야흐로자동차와도로중심의도시교통체계가퇴조하고대중교통과보행그리고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한 도시공간창출로 성숙사회를 위한 새로운도시교통체계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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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미래의 도시교통 패러다임의 변화

2_도시거점지역의 도시재생과 공공기반시설 정비

1)�광역 교통거점과 도시재생

한국교통연구원은 “압축도시 중심의 미래도시 개발전략과 기본구상(2010)”�보고서에서

미래 교통체계는 광역급행 철도망과 지능화고속도로의 복합구조로 지역 간 연계교통망

이구성되고,�소형무인궤도차량(PRT�:�Personal�Rapid�Transit)와 근린 저속전기자동차

중심의 지구단위교통체계가내부연계망을구축하는분담구조가될것으로예측하였다.�

즉 자기부상열차나 KTX,�GTX�등과 같은궤도차량으로구성되는광역 급행철도망이 서

울과같은도심거점을중심으로수도권 외곽교통거점도시와방사형구조로연계되는교

통망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와같은예측은이미세계대도시에서구현되고있으며,�우리나라도고속대중교통체계

가�빠르게 정비되면서 교통거점으로서의 도시거점들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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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해외에서의 교통거점 정비

자료 :�서울특별시,�2014,�2030�서울도시기본계획

[그림 3-5]�수도권 광역교통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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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본은 2002년에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

을받아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을 선정하고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안에용적률완화등

도시재정비상획기적특혜를주는도시재생특별지구제도를도입하여낙후된주요교통

거점의 도시재생을 진행하였다.

일본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정비 기본방침에 나타나있듯이 국제경쟁력을 갖

춘 도시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도시기능을 재편성하고,�전체 도시재생사업구역을 통합적

으로 묶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동경도에서 1차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으로지정되어사업에완료된 시부야역,�오자키역,�

동경역,�아키하바라역,�신주쿠역주변의 정비실태를보면공통적으로교퉁거점 역을중심

으로 대규모 인공지반형 보행 네트워크가 정비되어 있다.�

교통거점에서의 보행 편리성과 안전,�신속을 위해 인공지반형 보행 네트워크가 체계성을

가지고 정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광역 교통거점 도시재생과 공공기반시설 정비

광역 교통거점시설을 위한 공공기반시설은 대중교통과 보행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여 구

현된다.�

광역 교통거점은주요대중교통수단이 결정되는 것은물론주변 토지이용의 복합화·고밀

화로 많은 유동인구를 공간 안에 수용해야 한다.

특정 공간에특정시간대에많은보행유동인구를수용하기위해서는먼저공간의 입체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

지하공간은 물론이고도로 상부에보행자 전용네트워크구축을 위해 인공구조물에 의한

보행자 데크(pedestrian�deck)가�요구되기도 한다.

보행자전용네트워크구축은광역교통거점 정비사업에서 지역을 일체적이고통합적으로

계획하는핵심요소로공공성이강조되고공공으로부터의제도적·제정적지원을받기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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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조건이 된다.

즉,�광역 교통거점에서의 공간창출이 해당도시의 도시기능 강화는물론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공공기반시설특히공공보행네트워크구축을창의적으로수행하는것

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3-6]�일본 “국토교통성 도시국 정비방침”에서의 보행자 전용 Deck,�교통광장 등의 구축

[그림 3-7]�일본 “국토교통성 사회자본정비 종합교부금 사용방향”에서의 누구나 알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교통거점 등의 보행공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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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행 인프라 체계

환승시설 내 보행시설
(기본 보행시설)

-�본 시설 내의 승하차를 위해 이용하는 기본시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계단 등

보행 네크워크 기반시설

(콘코스)

-�메인 콘코스(main�concourse)

-�서브 콘코스(sub�concourse)

콘코스
수평 연결시설

-�보행자 전용데크,�보행 지하 연결통로

-�건물 직결 브리지,�건물 직결 지하통로
-�공개공지(보행자전용 도로/공간)
-�보행 네트워크 결절시설(보행광장)

-�보도,�횡단보도(신호,�무신호)
-�실내통로

콘코스
수직 연결시설

-�엘리베이터(일반,�고속/대용량)
-�에스컬레이터(단층,�복층(2단·3단 등))
-�건물 층간 직결통로

-�일반 진출입시설(exit)

자료：�서울연구원,�2013b,�대규모 복합교통시설 보행 활성화 방안

[표 3-1]�대규모 복합교통시설의 보행 인프라 체계

<건물 직결 브리지> <보행자 전용데크>�

<에스컬레이터(단층)> <건물 층간 직결통로>

[그림 3-8]�콘코스 수평/수직 연결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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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본(동경도)�도시재생사업의 공공기반시설 창출사례

(1)�교통거점지역에서의 공공기반시설 창출을 위한 법제도

일본은 시가지 재정비에 있어 기존의 「도시계획법」�체계에 지구계획 등 다양한법적 정비

제도를갖추고 있었으나고이즈미 정권이들어서서 도시재생을부동산거품붕괴로인한

국가경제 침체의 돌파구로 추진하면서 기존 도시 재정비 법체계를 뛰어넘는 획기적 인센

티브 제도를 도입한 각종 신규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이 중 대표적인 법제도인 「도시재생특별조치법(2002)」과 관련 제도를 간단히 소개한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도시재생사업수행에있어서의도시재생정비방침을구현

하기 위한 특별·특례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며,�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계획 등에서의 특례,�특히 특별지구에 관한 특례

- 도시재생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된 특별조치 내용으로 교부금과 도시계획상의 특례

- 입지 적정화 계획에 관련되는 특별조치

- 도시기능 유도구역에 관련된 특별조치

�·�민간유도시설 등 정비사업 계획의 인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특례

�·�주차장법의 특례

�·�특정용도유도 지구 등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총리대신이주관하는특별법으로관련법보다우선하여도

시재생사업의 추진을 견인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의 또다른특징은도시재생정비기본방침구현을위한핵심도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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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략을법조항에서제시하고있다는것이다.�대표적인것이제45조제2항,�제45조제12

항에서 제시하고있는보행자경로협정과제452�제13항과제14항에서제시하고 있는안

전확보시설에 관한 협정이다.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법 이름그대로특별조치와특례사항으로구성되어 있다.�

동법관련주요키워드는도시재생기본방침,�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지역정비방침,�도시

재생특별지구,�민간도시재생사업계획,�도시재생종합정비사업(종합정비형),�도시재생촉

진세제,�특정 민간 재개발사업,�특정 민간 도시재생사업,�도시계획제안,�사업촉진조치 등

이다.

동법의 공표에 따라 일본은 내각 총리대신 직하에 도시재생본부를 설치하고 “도시재생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정하였다.�기본방침의 핵심은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지정으

로,�전국적으로 긴급정비지역이 지정되었다.

[그림 3-9]�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한 시책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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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지정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의 재생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도시재생의

거점으로서 긴급히정비해야될 지역을정부령으로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으로 지정하였

다.�각각의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은지역 정비방침을확정하게된다.�이후도시재생긴급

정비지역 정비방침에 따라 각종 시책이 전개된다.

- 기본방침에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의 의의 및 목표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을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실시해야 될 시책에 관한 기본적 방침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는 정부령의 입안에 관한 기본적 사항

- 지역정비방침에서 정하는 사항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의 정비목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유도해야 될 도시기능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 실시와 관련해 필요한 공공·공익시설의 정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

도시재생특별지구

도시재생특별지구는 「도시재생특별조치법」�제정에따라만들어진 지역지구로도시재생긴

급정비지역내에서토지의합리적이고건전한동시에특별한고도이용과도시기능갱신을

도모하고해당지구의특성에부합한용도·높이·배치 형태를갖춘건축행위를유도하기위

해 지정한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지구에서의 규제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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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도시재생특별지구에서의 규제내용

도시재생특별지구에서 정하는 사항 중 위치,�구역 등 기본적인 것 이외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 유도해야 할 용도

- 건축물의 용적률 최고한도(400%�~)

- 건축물의 용적률 최저한도

- 건축물의 건폐율의 최고한도

-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최저한도

-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 벽면 위치의 제한

도시재생특별지구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

- 도시재생특별지구에서정한건축물이유도해야될용도를제공하는건축물은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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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용도지역)와 제49조(특별용도지역)의 용도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양도를

인용하면서도유도용도를허용허가가 될수 없는계획이기때문에공청회·건축심의회

는 관여하지 않는다.

- 용적률,�건폐율,�건축면적,�높이는도시재생특별지구의도시계획사항에따라규제되며

다음과 같이 규제가 완화된다.�

� ·�건축물용적률최고한도를제52조 제1항각�호의규제수치로인정한다.�다만전면도로

폭원에따른용적률규제는완화되지못하기때문에전면도로폭원이좁으면전면도로

폭원에 따른 용적률 저감 조치를 받는다.

� ·�제56조(높이),�제58조(고도지구)의 규제는 적용받지 않는다.

민간 도시재생사업계획 인정제도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내에서 일정한 민간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민간도시재생사업계

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대신의 인가를 받는 것으로,�민간도시개발 촉진기구로부터 다음

과같은무이자대부와세제특례(도시재생촉진세제)�제도의 지원이부여되는제도이다.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해당지역 정

비방침에 정합한도시기능증진을추구하면서 해당사업구역의 면적이 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도시개발사업’이란도시에서 토지의합리적이고 건전한이용 및도시기능증진에

기여하는 건축물 및 해당부지 정비에관한사업 중에서 공공시설(도로,�공원,�광장,�하수

도,�녹지,�하천,�운하,�수로,�방수,�사방,�방로시설)의 정비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정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은 1㏊이다.�단,�해당 도시개발사업구역에 인접하거나근립

되어해당사업과일체적으로다른도시개발사업이시행될 경우또는시행될 것이확실하

다면 0.5ha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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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종합정비사업(종합정비형)

최근 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내 사업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종합정비사업(종합정비형)이

개편되어 통합 보조제도가 되었다.�

새로운제도는 ‘시간과장소’를 한정하여선행적인도시기반시설등의정비를실시하는하

드웨어 사업에서부터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업까지를 묶어 종합적으

로 지원한다.�

지방공공단체가 수립하는 ‘도시재생 사업계획’에 기반을 두고 매년 보조금을 일괄 교부

한다.

‘도시재생사업계획’은 [그림 3-11]과 같고,�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내에서 특정지구에 대

해민간사업자를포함,�각�사업주체가실시하는사업을전부포함한대략 10개년사업계

획으로 현행 사업계획서보다 상세한 계획이다.

[그림 3-11]�도시재생 종합정비사업(종합정비형)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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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법제도를 통한 공공기반시설 창출과정

도시재생관련 법제도에서알수있듯이법제도상근거가도시재생과정에서공공기반시

설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공공기반시설 창출배경은 다음과 같다.

배경 1�:�중앙정부 주도로 대도시 국제 경쟁력 강화 도모

일본은 국토교통성에 도시국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정책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특히 대도시라도광역적 기능은국가차원의 기능으로간주하고법제도적 지원은물론교

부금을 통한 재정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도시재생을 대도시 국제 경쟁력 강화수단으로 인정하고 국가 주도로

공공기반인프라확충을지원함으로써막대한민간자본이도시재생사업으로유입되고사

업이 빠르게 진행되는 밑거름이 되었다.

국가차원의공공기반인프라확충지원은지방자치단체가도시재생정비사업계획을수립

할때공공기반인프라확충을강조하고지방자치단체가제출한도시재생사업계획을심

의,�인가하는 과정에서 공공기반 인프라 확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재생교부금과사업비의무이자국비 지원에있어서도공공기반인프라확충

여부가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다.

배경 2�:�정비 기본방향에서 ‘일체적 정비’,� ‘통합적 정비’�개념을 강조

도시정비 관련 법제도에서 공공성 증진과 보행,�안전을 중시하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볼

수 있다.�

일본도시정비관련법제도의 정비기본방향과법도입배경에서자주등장하는표현이 ‘일

체적 정비’,� ‘통합적 정비’�개념이다.

이러한 표현은 도시재생 정비지역 안에 있는 여러 유형의 사업부지간의 연계성을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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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행 네트워크 등이 매개체가 된다.

도시재생사업의공공기반인프라창출을위해일본은기존법제도의 인센티브(용적률,�건

폐율,�건축물 높이,�건축벽면 위치 등)와는 별도로 획기적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체적’,� ‘통합적’�계획요소가 반영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배경 3�:�보행자 전용데크(pedestrian�deck)�창출 지원 정비제도

일본은오래전부터도로상하부에인공구조물을정비할경우그기능을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할 경우 특별조치로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대표적인 제도는 다음과 같다.

∙ 건폐율 제한의 특례제도(지구계획 등)�:�동경도 대규모 시가지 개발의 공통적 특징인
인공지반형 보행자 전용데크와 보행광장의 창출 배경(인공지반 하부 건축물은 건축면

적에서 제외)

∙ 중복이용구역,�특정도시도로(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36조)�:�도시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도로의 상부또는하부에 건축행위를하는 것이 적절한경우해당도로와인접 건

축부지를 합해서 ‘중복이용구역’으로 지정,�이 경우 중복이용구역 내에 위치한 도로를

‘특정도시도로’라 칭하고 건축기준법을 적용

∙ 입체도로제도(도로법,�도로상부공간의이용규제완화)�:�도로와 건축물을일체정비하
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구역의 일부를 건축물 부지와 통

합해서 건축구역을 정하는 것이 가능

배경 4�:�민간 주도의 협정제도 활용을 통한 공공기반 인프라 구축(보행자 경로협정 등)

일본이 대규모도시개발을장기간수행할때사업대상지의공공기반인프라구축과관련

해서 협정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협정제도는보행이외에도방재·안전분야에도활용되는데,�협정의당사자는사업지에땅

과 건축물을 가진 당사자들이며,�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정함으로써 효력을 발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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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특별조치법」�제45조에서 ‘보행자경로협정’은 도시재생지역내토지소유자등이

해관계자 전원의 합의를통해도시개발사업 시행과관련된 보행자의 이동 편의성과안전

한 경로를 사전에 정비하기 위해 체결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보행자 경로협정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보행자경로협정의목적이 되는토지의구역(협정 구역)�및 도시 재생보행자경로위치
∙ 보행자 경로의 정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보행자 경로협정의 유효 기간
∙ 보행자 경로협정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배경 5�:�대규모 도시개발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 매뉴얼 운영

일본에서는 기성시가지 내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증가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대부분

이상업을중심으로한복합개발로진행되고있다.�개발사업으로인한대규모발생집중교

통량은광역교통수요가이미많은간선도로연도(沿道)지역에서발생하여다양한교통문

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에 앞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발생집중

교통량을 예측하고 기존교통체계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여 적절한교통대책을 입안하는

일련의 국지적 도시교통계획인 ‘관련 교통계획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 교통계획제도’는 국토교통성도시지역정비국에서매뉴얼을작성하여배포하고있는

데,�상업계(1만㎡�이상)나 업무계(2만㎡�이상)�개발 시 적용하는 제도로,�개발계획 구상

단계에서 용적률특례적용과연계하여 적용한다.�관련 매뉴얼에서는교통영향수요예측

과 교통대책의 수립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동경도에서의 적용실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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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재개발 등 촉진구를
정하는 지구계획

특정기구 종합설계
시가지
개발사업

합 계

적용건수
(A)

89 11 411 60 571

개발건수
(B)

129 11 448 60 646

적용률
(A/B)

70% 100% 92% 100% 88%

주：도쿄 미드타운 등 복합 개발시 본 매뉴얼 적용

[표 3-2]�관련 교통계획제도의 적용실적(동경도)

관련교통계획제도의가장큰특징은계획을적용하는개발단계에서나타나는데,�개발계

획내용이상세히결정되지않은기획단계에서기획안의 허용여부를협의할때사용된다는

것이다.�즉,�도시개발사업에따라필요하다고판단되는교통개선대책사업에대해사업시

행자의 수용여부에 따라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협상자료로 사용된다.

이 제도의 수립주체는 지방공공단체이나,�개발사업자가 매뉴얼에 따라 관련 교통계획에

따른조사를수행하고보고서를공공단체에제출한경우에는보고서적정성을검토한후

정식보고서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해준다.

관련 교통계획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체계정비수준을 교통시설별로 평가의 관

점을 정립하고 각각의 교통시설들이 적절히 계획되었는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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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해석 법제도 비교

(1)�도시재생 관련 법제도 비교

우리나라는도시재생관련된 법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및 지원에관한특별법」이 있으

며,�일본은 도시재생 관련된 법으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이 있는데.�한·일 간 도시재생

관련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단체)와의 관계 정립 상 차이

일본은중앙정부가법률을제정하면대부분지방자치단체의구체적 실행단계에이르기까

지 관계가 형성된다.�법에 중앙정부의 역할,�예산지원,�세제혜택,�기본방침 등이 명확히

제시되어 중앙정부는 정부예산의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해당 법률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반영한다.�

즉 중앙정부와상위지방자치단체,�하위 지방자치단체간사업체계가모두법으로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법조항에구체적 사항을기술하고있지않다.�중앙정부는 서울시같은

자립도가 높은 대도시에는 직접적인 예산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또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없어 법 제정 의지가 약하다.

특별법등새로이요구되는도시정비관련법률수요는대도시에서주로발생되나예산이

없다보니대도시를염두에둔법제정자체가안되는실정이며포괄적으로기본계획이나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특별법·특별조치법의 개념 차이

법률적으로양국모두특별법은일반법에우선하나내용에는큰차이가있다.�우리나라의

「도시재생활성화및 지원에관한특별법」은 전문어디를보아도일반법에우선하는특별

조치차원의내용은없다.�기존법률과유사한체계로전개되면서법률상특별법의지위만

을 상징적으로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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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말그대로특별한조치로구성되어 있다.�한시적 법

률로서국가경제정책과도시재생은전략적으로결합하고빠른시간내에사업이추진되

도록 하는 일련의 특별조치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조치의 내용을우려할정도의 획기적내용으로구성되어 있고정부의 재정지원,�행정

지원,�수독(심의)�절차 간소화,�세제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 명확성

우리나라법에서는중앙과지방이 각각�동등한사업주체의 개념으로병렬 표시되어 있으

나일본은정책,�정비방향등법에서추구하는기본철학정책방향을중앙에서관리하고

중앙정부의 시책에부합하는도시재생사업계획은기존의 시가지 정비사업과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권한을 행사한다.�

중앙정부는지방자치단체를통해법률에서구현하고자하는사업이조속히활성화되기위

한법 제도개선과예산,�세제 지원 등을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중앙정부의 기본철학,�

정책목표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사업단계 단계에서 주요 관점으로 반영하고 있다.

한·일 도시재생 관련법 구성 비교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 관련 특별법의 구성을 비교하면 우선 우리나라는 도시재생계획

수립을중시하면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책무관계등을중심으로한다.�또한

도시재생사업을지원을위한금융지원등이언급되어있고,�건축규제완화특례조치가포

함되어 있다.�

반면,�일본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중심의 법조항이 대부분이고도시재생을특별법으로제

정한 정신에 입각하여 각종 관련 법 제도에서의 특례조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외에도 도시재생의 기본방침을 구현하기 귀한 안전피난 계획 협정,�보행자 경로협정

등 사업 공동 핵심사항에 대한 법조항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와 일본 도시재생법의 근본적 차이는 우리나라는 사업보다는 사업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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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전단계인도시재생사업추진행정체계와기본계획등에중점을둔반면,�일본은도시

사업 시행을 전제로 관민 모두를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고 기본방향에 충실

하게 구현됨을 있도록 특례조치를 대거 제시 및 적용하고 있다.�

이상 도시재생 관련 법의 한·일간 비교에서 나타난 차이점은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도시재생의 구체적 사업 전개과정을 법조항에 포함시키기 보다는 도시재생

정비계획을수립하고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으로포괄적으로추진하는법체계인반면,�일

본은도시재생사업전개과정별로관련법과의위상,�특별조치등을명시함으로써사업추진

단계 단계별로 사업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법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차이점은시행령에서도동일하게나타난다.�참고로 우리나라와일본의 도시재생

특별법을비교한이명훈외 3인은 “한·일 도시재생특별법비교를통한개선방안연구(‘국

토계획’�제48권 제6호,�2013)에서 한·일의 도시재생 특별법의 차이를 또 다른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주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은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정책이 도입되면서 「도시재

생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고,�우리나라는 쇠퇴한도시의 커뮤니티 재생,�지역경제활성화

등미래의도시환경을선도하기위하여경제·사회·문화등종합적측면의도시재생을위하

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은 국가전역에 걸친 도시재생의 기본방침을 설정하는 상위

법으로서의 역할을한다.�이에 비해우리나라의 「도시재생활성화및 지원에관한특별

법」은 도시재생관련법에서 정하고있는계획이나지침·방침들과의관계가명확하지않은

상태에서 유사한 목적을 지닌 사업들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도시재생기본방침’을 수립하

고 있다.

상위계획으로서의역할을다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

특별법」은 기존의개별법에 의하여물리적환경 정비 위주로이루어지는도시재생사업을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하기 위한정책수단으로도입하였지만상위법으로서의 역할을하기

에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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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도시재생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을 도시재생본부

장으로하고 국무대신으로 구성되는도시재생본부를내각에 설치함으로써 국가차원에서

도시재생에 필요한공통의 논의와 의사결정을용이하게하고,�각�부처 간 협의가 신속하

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우리나라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정부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여 각�부처 간 의견통합과 협의를 효율적으

로 이루면서 민간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그

아래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하는 도시재생기획단,�지자체의 도시재생추진단 및 지

방도시재생심의조정기구를 설치하여 그 역할과 운영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2)�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제도 비교

일본의 지구계획제도는 일본의 「도시계획법」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지구단위

계획제도와 유사하다.�일본의 지구계획제도에서 대규모 복합개발 지원과 관련된 조치는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법제12조4에서의 지구계획종류중유도용적형(도시계획법제12조6),�고도이용

지구형(도시계획법 제12조8)�재개발 등 촉진구(도시계획법 제12조5,�3항)�개발정비 촉진

구(도시계획법 제12조5,�3항)에서 차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지구계획과우리나라 지구단위계획은유사하다.�지구정비계획에서 정

하는 사항에 있어 일본의 지구계획이 일반적 지구계획에서의 결정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일반적 내용인 ①지구시설의 배치 및 규모 ②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③토지이용의

제한 이외에 대규모 복합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 등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 유도 용적률에 관련된 용적률 제한의 특례

- 용적의 적정배분에 관련된 용적률 제한의 특례

- 고도이용과 도시기능 갱신을 위한 지구 용적률 제한의 특례

- 높이,�배치 및 형태를 배려한 건축물 용적률과 형태 제한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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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적이고종합적인시가지재개발또는개발정비를실시해야될구역(재개발등촉진

구)의 용적률 등의 특례

- 일체적이고종합적인 시가지재개발또는개발정비를실시해야 될구역(개발정비촉진

구)�의 용적률 등의 특례

- 입체도로제도에 관한 사항

- 인공지반형 지구 시설 밑에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 제한의 완화 특례

- 도시계획을 정하고 요청하는 지주들의 요청권리 :��전체 지구를 일체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지권자들이협정을체결하고지구정비계획을수립하여도시계획으로입단을요

청하는 행위

최근관련 지구계획제도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건폐율제한의 특례제도이다.�고층 건축물

의 저층위에 인공지반을 설치해 보행자 전용통로와 광장형태의 공개 공간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지금까지 인공지반 밑의 부분도 건축물로서 취급하여 건축면적에

삽입하였지만,�이제는 지구계획에 있어서 인공지반이 지구시설로서의 위상을 가진다.

또한주변지역과의 연속성·연결성을담보할때는그특성을배려하여건폐율제한의합리

화를추구하는규정으로보완하였다.�인공지반밑에있는요건을충족하는부분은건축면

전에 삽입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지구단위계획제도도 일본의 지구계획제도와 유사하다.�일본이 지구단위계획

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있어 좀 더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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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구단위계획 일본 -�지구계획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지구단위계획은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등

의 상위계획,�도시군관리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다른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되거나다른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이 변경되는경우에는가급적 양자를동

시에 입안하도록 한다.

지구단위계획은법에의하여 수립하거나도시개

발법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사업법으로 지정된
사업구역에대한개발계획 또는실시계획과함께
수립하여 당해사업구역의 계획적 관리를도모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
립을동시에하여 양계획간상충이 발생하지 않
도록 한다.

도시계획법상의 지구계획제도자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다양한사업추진연관제도가뒷받침되
어 실행

지구계획과 각종 시가지정비사업과의 연계토록
하는관련 국과장의 통달.�즉,�다양한시가지정비

사업 등을상당부분지구계획과연관하여 추진토
록 유도

지구계획으로 정할수 없거나 정할 필요가없는
사항에대해서는주민의 건축협정제도또는녹화
협정제도를활용하여 보다양호한거주환경 유지‧
증진을 위한 상세한 규제 실현
(건축협정:�지구계획이외의 건물을 세우는 기준
과관련된제도로,�지구계획과결정사항은유사하

나민-민간의 약속이기 때문에행정의 관계인 지
구계획과는 차이가 있음.�건축물의 부지,�위치,�
구조,�용도,�형태,�의장 등에 대한 사항을 다룸)

지구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적으로정비를하는구
역에대해서는도시개발자금의 대부,�주택금융공

고의 융자,�건축자금 융자알선제도 및 세제상의
특례가 인정

건축기준법상부지면적 제한규정을완화할수있
는 총합설계제도를 적극 활용가능
(총합설계제도:�시가지의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일반인이 이용할수있는대지내공개공지를확보
하는대규모전축물에대해서 건축기준법에따른
용적률제한,�절대높이제한,�사선제한 등을 특정

행정청의 예외허가에따라완화할수있는제도)

건축기술등에대한지도와도시계획전문가파견

및 주민지도등을통하여 주민참여적인 마을만들
기 사업을 통하여 지구계획의 실현을 추구

자료 :�정철모,�2000,�일본의 지구계획제도활성화사례를 중심으로한우리나라 지구단위계획제도개선방안에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3집 제2호.

[표 3-3]�한일 간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제도 비교(다른 계획과의 관계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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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계획활성화를위한인센티브제공방식에도차이가있는데일본은지구계획유형별로

인센티브 적용방식에 차등을 두고 있는 반면,�우리나라는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적용

에 있어 융통성을 두어 도시계획위원회의 판단에 위임하고 있다.

한국 -�지구단위계획 일본 -�지구계획

■�지구계획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건축기준 완화
규정 명시하고 있으나 일반 기준내에서 한계를
두어 제한적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
�� ·�건축주가 대지면적의 일부를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완화된
건폐율,�용적률,�높이 적용

��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의무면적을 초과
하여 설치하였을 경우 용적률,�높이 완화하여�
적용

��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건폐율,�용적률 완화

�� ·�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 계획
또는 합벽건축 등

-�주차장 설치 기준 100%까지 완화
�� ·�한옥마을 보존이나,�차없는 거리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되어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는 당해 용도지구(150%),� 용도
지역(200%)를 넘을 수 없음
-� 지구단위계획의 행위제한 완화범위는 지구단
위계획으로 결정

�� ·� 지구단위계획에서 완화범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허가시에 행위제한 완화
불가능

■�명확하지 않은 표현 제시
-�용적률,�건폐율,�건축물 규모 등의 기본 원칙
제시

�� ·� 용적률 ;� 용적률계획은 가급적 가구단위로
최대한도의 용적률을 제시할 수 있으며,�동일�
가구안에서도 허용범위를 다르게 제시하여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다.

� � ·� 건폐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건폐율을 강화할 수 있다

�� ·� 건축물 높이 :�주변경관이나 가로경관과 조
화를 이루지 못하고 어지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지구계획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 개정하여 특례로서 위치를갖도록함,�
구체적이고 상세한 표현

-�용도별용적률 지구계획
��·� 주택의 용적률을 그 이외 용도의 건물용적

률보다 높게 설정하여 주택건설 촉진,�건물
전부가 주택아닌 부가주택의 경우도 적용

-�유도용적 지구계획제도
��·�목표용적률(지구 특성에 부응한 용적률,�도로�
정비하는 경우 허용),�잠적용적률(지구내 공
공시설의 정비상황에 부응한 실제적인 용적률,�
정비되지 않은 경우 적용)

-�용적적정배분 지구계획제도
��·�공공시설이 정비된 지구에서 구역구분을 통해�
용적률 규제를 상세화하여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이나 녹지 등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낮춤/�주택공급 촉진,�공공시설 정비
등 위해 고도이용 필요한 구역에서는 지정
용적률 상회하는 용적률 정함

-�거리유도형지구계획
��·�전국의 일률적인 건축규제를 지역실정에 의거한�
규제로 전환시켜 지역에 맞는 형태규제�도모

��·� 용도별용적률지구계획,� 용적적정배분,� 유도
용적제도 재검토 통해 제안

��·�용적률 최고한도로부터 벽면의 위치제한까지를
지구정비계획으로 지정하여 용적률 제한�완화,�
건축조례로 부지면적의 최소한도로부터 건
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전면도로폭에�
의한 도로사선제한 완화

��·�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 정확한 식
으로 제시

자료 :�정철모,�2000,�일본의 지구계획제도활성화사례를중심으로한우리나라지구단위계획제도개선방안에관한
연구,�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13집 제2호.

[표 3-4]�한일 간 지구단위계획 관련 법제도 비교(인센티브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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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도시거점지역 도시재생과정에서 공공기반 인프라 창출방안

1)�기존 법제도에서의 가능성 진단

현행체계하에서도시거점지역도시재생과정에서공공기반인프라창출과관련된법제도는

다음과 같다.

관련 제도 법률 지침 서울시 조례
기준/매뉴얼/
가이드라인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서울특별시 지구
단위계획 수립기준

입지규제
최소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
입지규제최소구역 계
획·입안 등에
관한 매뉴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공모 지침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지침

서울특별시 교통
영향분석·개선
대책수립

에 관한 조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 표준매뉴얼

[표 3-5]�공공기반 인프라 창출과 관련된 법제도

이 중 가장 직접적인 법제도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구현방법 중 하나인

특별계획구역제도이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기능을증진시키며미관을개선하고양호한환경을확보하며,�그 지역을체계적·계획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라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다.

도시거점지역과관련되어 지구단위계획구역을지정할수있는지역은도시지역내복합적

인 토지 이용을증진시킬 필요가 있는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 중도심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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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또는 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역세권 등의 지역이라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

통부,�2015)”에 명시되어 있다.

지구단위계획을 전국적으로 1종,�2종의 두가지 유형으로크게구분하다보니기존 지구

단위계획으로는 중심지를 특화해서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극복하기위한제도가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특별계

획구역이다.�특별계획구역이란지구단위계획구역중에서 현상설계등에의하여창의적개

발안을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계획의 수립 및 실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예상

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 결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도시거점지역과관련되어특별계획구역을지정할수있는지역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

획 수립기준(서울특별시,�2015)”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전략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필지 또는 지역

- 하나의대지안에여러동의 건축물과다양한용도등복합적기능을수용하기위하여

현상설계 등을 통해 특별한 창의적 건축계획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도로 등 기반시설이나 지하철 출입구,�보행공간,�공개공지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계획이 필요하여 일정 규모 이상으로 통합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대규모 필지,�공장,�학교,�시장,�공공기관,�군부대 등 대규모 이전적지

- 대규모 공공건축물 등 일반화되기 어려운 특수목적의 기능을 도입하는 경우

- 지하공간 또는 공중공간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역

두제도모두공공성증진을담보로인센티브(용적률·건폐율·건축물높이등)를 제공하거

나 용도지역 1단계 상승을 부여하는데,�문제는 가장 큰 인센티브인 용적률 인센티브가

공공기반 인프라 창출에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현행용적률체계는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서울특별시,�2015)에 의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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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허용용적률,�상한용적률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준용적률은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전면도로의폭,�경관,�그 밖의기관시설등입지적 여

건을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범위 안에서 블록별·필지별로 별도로 정한용

적률을 말한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정해지는 용적률로서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

과기준용적률을합산한용적률로당해용도지역의용적률범위안에서별도로정한용적

률을 말한다.

상한용적률은 건축주가 공공시설 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

하는경우또는공공시설확보를위하여공동개발을지정하는경우추가로부여하는용적

률을기준용적률또는허용용적률과합산한용적률의 범위안에서 별도로정한용적률을

말한다.

이중허용용적률인센티브체계는 [표 3-6]와 같고이러한세부항목중시행자가선택적

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러다보니사업시행자는사업지에필요한정비항목으로인센티브를적용받기보다는쉽

게 확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항목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음 [표 3-7]은 특별계획구역에서구현된인센티브항목의분포를나타낸것인데공공기

반 인프라 확충은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이미고착화된지구단위계획제도를통한도시거점지역공공인프라확충은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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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항목 세분

계획유도
인센티브
항목

(70%�이내)

획지 계획 획지단위 개발

공동 개발 공동개발(지정권장)�맞벽 건축,�필지 교환

대지 내 공지

공개공지

쌈지형 공지,�침상형 공지

건축한계선,�건축지정선,�벽면선

공공 보행통로(보차혼용 통로)

건축물 용도

지정 또는 권장

특정층(꼭대기층)�개방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보행 개선 가로지장물 지중화 또는 이전 설치,�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주차 계획 공동 주차통로,�공동 주차장

건축물 개방 건축물 내 공익시설 설치

역사 보전

옛길/물길 복원 및 재현

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전

역사흔적 남기기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30%�이상)

환경친화 에너지
효율화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중수도시설 설치

빗물관리시설 설치

옥상 녹화

자연지반 보존

녹색 주차장

[표 3-6]�허용용적률 인센티브체계

구역명

용적률 완화 항목

획지 용도 대지내공지 보행동선 주차 건축물배치 건축물관련 환경친화 외부
환경

공동
개발

지정및
권장
용도

공개
공지

쌈지
공원

전면
공지

공개공
지위치

보행
통로

지하철
연결로

지상
보행
데크

대지내
통로

공동주
차장

건축한
계선

벽면한
계선

고층부
탑상형탑상형건폐율

야간경
관조명

투수성
바닥 중수도 옥상

녹화 조경비

용산공원 남측 ● ● ● ●

세계일보사 ● ● ● ● ●

문배지구 ● ● ● ●

수색4지구 ● ● ● ● ● ●

수색5지구 ● ●

애경백화점부지 ● ● ● ● ●

한국타이어 1-1 ● ● ● ● ●

이수 ● ● ● ● ● ● ●

미아삼거리롯데부지 ● ● ● ●

대림 1·2지구 ● ● ● ●

능동로 1지구 ● ● ● ● ● ● ● ● ●

능동로 2지구 ● ● ● ● ● ●

능동로 4지구 ● ● ● ● ● ● ● ●

화양 2지구 ● ● ● ● ● ●

화양 5지구 ● ● ● ● ● ● ●

건대입구체육시설 ● ● ● ● ● ● ● ● ●

자료：�정혜진 외 2인,�2006,�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인센티브제도운영과효과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통권 211호.�

[표 3-7]�특별계획구역에서의 허용용적률 인센티브항목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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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및 지원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도시재생선도지역

이 지정되었다.�

도시재생선도지역이라함은 「도시재생활성화및 지원에관한특별법」�상 도시재생을긴

급하고효과적으로실시하여야할필요가있고주변지역에대한파급효과가큰지역으로,�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중점 시행함으로써도시재생활성화를도모하는지역이라

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법 취지와는다르게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에서 낙후된 주거지나 역사문화복원

사업지등을대상으로하는상황이다.�이로써이러한대상지를마을만들기나마을재생

수준의정비를하는수준에머무르게된다.�그러므로이제도역시도시거점지역의공공기

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단으로 구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2)�특별계획구역 제도 지침 개선

현행 지구단위계획 제도 내 특별계획구역 관련 지침 및 매뉴얼에서 공공기반시설,�특히

보행계공공기반시설에대한관심과구체적인구현방안이강화되었지만,�현실에 적용함에

있어 취지와는 다르게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변질되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인센티브와연계된공공기반시설 정비안이사업시행자에의해기획·공급되고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사만을 거쳐 확정되는 현 시스템 하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반시설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서 공공성 있고 기능적으로 공급하

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보완된 제도의 공급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으로앞서언급한입지규제최소구역의개념을특별계획구역사업중에서도공공

성이 요구되는 개발사업 중 도시개발규모가 5,000㎡인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적용방법에 있어서는 기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그대로 두고 공공기반시설 계획안의

도출을사업구상단계에서사업시행자와공공의합의하에결정하는선행적교통대책프

로세스를 신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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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방법으로는위에상술한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를통한구현방안에서와같이기

존용적률 인센티브는그대로두고공공기반시설 계획에대해서 특별 용적률을추가,�제

공하는 방법이다.

두방법다공공기반시설계획안도출과정에서교통수요분석,�특히대중교통,�보행교통

수요 분석을 통하여 보행계 공공기반시설 정비안을 유도한다.

[표 3-8]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상 5,000㎡�이상의 특별계획구역에선제

적교통대책을추가하는방안을나타낸것이고,�[그림 3-12]는 이에 대한사업추진절차

(안)을 제시한 것이다.

Ⅱ.�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부문별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1-8.�특별계획구역

��1-8-3.�수립기준
��(3)�작성방법 및 절차
���2)�작성절차

��� �②�2단계(부지면적 5000㎡�이상만 적용)�

� � � � � � � -�공공기반시설 정비계획 작성

��(4)�부문별 계획수립기준
���4)�용적률 계획
��� �③�공공기반시설 정비계획에 의해 진행될 경우 계획에 의해 소요된 비용에 상승하는

추가 용적 부여

���8)�공공기여를 통한 공공공간 확보계획

��� �④�공공기반시설 정비계획에서는선제적 교통대책매뉴얼에의거하여 선제적 교통대책을
수행하고,�선제적 교통대책에서 제시된 공공기반시설 정비안으로 협의 진행

[표 3-8]�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추가 신설되어야 하는 선제적 교통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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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추가 신설되어야 하는 선제적 교통대책 절차

3)�공공 보행공간 창출 지원을 위한 법률상 특별조치 신설

(1)�인공지반 조성 관련 건폐율 완화 특별조치

지상및지하에인공지반조성을통한대규모복합도시에서보행중심의입체공간창출은

일본 도시재생의 핵심이다.

일본은 인공지반조성과관련된 지원제도중에서 기존도로부지의 상하 인공지반은 건폐

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에인접한부지에서도로와건축물을통합하여건축할경우도로부지에속한

부분은 「도로법」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기준법」을 적용하여 도로공간과 건축부지를 일괄

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는 반대로 건폐율에 포함시켜 사업시행자가 인공지반 조성을 꺼리도록

하고 있다.

보행계공공기반시설조성을위해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건축법」�등에

서 인공지반 관련 법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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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행자 경로협정 제도 도입

대규모 복합도시 개발,�대규모 특별계획구역,�입지규제최소구역 등 필지 단위나 통합된

사업계획부지에는통합적정비계획안이요구된다.�특히,�보행네트워크는일반도로네트

워크와 마찬가지로 기능적으로 분화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사업대상지와 관련된 관계자가 다양하고토지주·건축주도 다양한 경우가대부분

이다.�이 때장기간에걸쳐사업이 진행되더라도사업지내의보행네트워크구축을담보

하는 제도가 보행자 경로협정 제도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를시행하고있는일본은보행자경로협정제도와관련된조치를법에서 명시하고

있고,�주민의 협정에 의해 발의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부

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사업대상지내에보행네트워크를공공기반시설로구축하기위해서는보행자

경로협정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제6절 도시재생 보행자 경로협정

(도시재생 보행자 경로협정의 체결 등)
제45조2�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의 토지 소유자및 건축물등의 소유를목적으로하는지상권

또는 임차권를가진 자는그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 내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에관련 필요한보행자의 이동에편리성 및 안전성 향상을위한
경로의 정비 또는 관리에 관한 협정(이하 "도시재생 보행자 경로협정"이라한다)을
체결할수있다.�다만,�당해토지의구역내에임차등의목적 이토지가있는경우에는
당해 임차 등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2�도시재생 보행자 경로협정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1)�도시재생보행자경로협정의목적이되는토지의구역(이하 "협정 구역"이라한다)�및 도시재생�
보행자 경로 위치

�2)�다음의 도시재생 보행자 경로의 정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한 것
��� � -�도시재생 보행자 경로를 구성하는 도로의 폭이나 노면의 구조에 관한 기준
��� � -�도시재생 보행자 경로를 구성하는 시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기타 보행자의 이동에

편리성및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의 정비 또는관리에관한사항
��� � -�기타 도시 재생 보행자 경로의 정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3)�도시재생 보행자 경로협정의 유효 기간
�4)�도시재생 보행자 경로협정을 위반 한 경우의 조치

[표 3-9]�일본의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중 보행자 경로협정 제도 관련 내용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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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도시거점지역에서 공공기반시설 확충 방법론 정립(공간교통 개념 구축)

지금까지의대규모도시개발사업에서보여준도시공간의공공성상실과열악한보행체계

를반복하지않기위해서는성숙한도시시대에부응하고도시공간창출을추구해야한다.�

이를위해교통거점시설을중심으로한일정범위의공간에대해 ‘공간교통’이라는새로운

교통체계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통거점시설주변의공간규모가작은경우건축가나도시설계가에의해어느정도공간

창출은 가능하다.�일정 규모 이상으로 이용권이 넓어지고 이용밀도가 높아지면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공간교통’은광역교통거점으로하는도시공간에서다음과같은역할을수행할수있다.

- 편리하고 빠른 보행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쾌적하고 알기 쉬운 공간 이해

- 안전하고 방재 지향적 공간 구축

- 신교통수단,�개인이동수단을 위한 공간 창출

- 고령자·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도시구축

- 대중교통·환승교통 이용자를 위한 신속 보행경로 개발

- 외부교통 체계와의 효율적 연계 방안

‘공간교통’�개념을 통한 광역 교통거점지역의 공공기반시설 정비는 크게 외부교통체계와

의 연계를 위한 시설과 내부 체계로 인공지반에 의한 보행 네트워크 구축시설과 각각의

보행공간 레벨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연계시설로 구분될 수 있다.



03�도시거점지역도시재생과교통 /�55

<외부 연계체계> <내부 연계체계>

[그림 3-13]�광역 교통거점지역에서의 공공기반시설 정비체계

‘공간교통’�개념을통한광역교통거점에서의공공기반시설을정확한대중교통수요와보

행수요의 예측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간교통’을 위한 교통수요예측

기법과 보행행동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보행 시뮬레이션 기법이 개선되어야 한다.

[그림 3-14]�공간교통체계의 개념



56�/�도시재생사업의교통부문역할정립방안

4_‘공간교통’�개념의 도입으로 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1)�대규모 복합도시 개발에서 대중교통·보행 중심 교통체계의 보편화

도시재생이 본격화된 선진도시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공간을 더 이상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 아닌 보행자와 대중교통을 위한 공간이다.

특정 도시공간에서효율적으로도시생활을영위하기 위해서는도시재생과정에서사업대

상지를통합적으로개발하는사업방법이보편화될 것이고,�보행공간도도로상층부인공

지반·지하공간을 이용해 다원화되고,�이들 공간간의 신속하고 편리한 이동체계가중시될

것이다.

2)�대규모 복합도시 공간에서 공공성이 높고 도시기능을 담보하는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간교통’�개념의

도입이 필요

대규모복합도시공간에서보행공간을통한내부교통시스템의공급은중소규모도시개

발과 달리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이는 대규모 복합 도시공간의 핵심

구성요소인 철도계 대중교통 이용과도 관련이 높다.�

이론적인 보행을 분리하고 알기 쉽고 신속한 보행교통,�대중교통 접근을 위해서는 보행

인프라 공급계획 단계에서부터 ‘공간교통’�개념에 입각한 접근이 되어야 한다.

3)�신설 제도인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최대한 활용한 보행중심

공공기반시설을 확충

2015년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입법 취지를보면,�

대규모 교통 결절지와같이 토지의 복합 이용이 요구되는지역을대상으로공공기반시설

의 정비를 사업자 스스로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획기적 제도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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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에서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에 소요된 비용을 추가 용적으로 대체해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데,�기반시설 별도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규모 교통거점지

역에서의 기반시설이라 함은 보행계 공공기반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 기반시설 정비가부실하고,�특히 지역을보행네트워크정비를통

해 일체화시키려는노력이 부족했던 점을감안하여 새로 신설된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

만큼은 건물 중심이 아닌 공공성이 높은 공공공간 창출을 위한 제도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제적 교통대책 프로세스가도입되어야하고,�보행 및 대중교통 중심의 선제

적 교통대책을 구현하기 위한 ‘공간교통’�개념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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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노후주거지역도시재생과교통

1_지금까지는 전면 철거방식으로 노후주거지역 환경 개선

지금까지서울시는 ‘노후주거지역은불량주택지구’�라는인식하에전면철거방식으로주거

환경을개선해왔다.�그러나개발시대처럼경제가성장하지못하고저출산과고령화현상이

고착화되어가는지금,�시민들은기존의방식으로주거환경을개선하는전면철거재개발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특히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고 2008년세계적인금융위기이후부동산시장이전반적으로침체되어있는현시점

에서는더욱그러하다.�기존의재개발사업은물리적환경을개선하는긍정적인측면이있었

지만주거의다양성을없애고지역의정체성과주민공동체결속력을약화시키는부작용을

낳았다.�이러한 문제점은 2000년대에 활발하게 진행된 뉴타운 사업에서 두드러진다.�

뉴타운 사업은 소규모 재건축이나재개발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대규모 개발로 광역교통

체계를개선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 위해시행되었다.�그러나실질적으로의도했던

가시적인 성과가나타나지않았고,�민간주도로사업을진행하여분양이익에초점을맞춘

‘또 하나의 아파트 재개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재개발진행과정에서기존도시조직이파괴되어지역고유의특성이사라졌다.�중·대형아

파트 위주로 공급되어 저렴한소형주택이 멸실되었고,�예전보다주거비용이 크게 상승하

여 세입자와 주택소유주 등 대부분의 원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그

결과 과거에활발하던 지역 공동체가파괴될 수밖에 없었다.�기존 연구에따르면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3개 구역 (미아6구역,�가재울2구역,�노량진1재개발구역)에서 재입주한 원

주민 비율은불과 26.4%로 나타났고,�이 중 52.2%가�비싸진 입주비용을재정착하지못

하는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서울특별시,�2013).� �

사업의 타당성을주의 깊게고려하지않고무분별하게대상구역을지정한것도문제였다.�

2002년에뉴타운사업이 시작되고나서 2012년 말까지 1,300개의구역이 지정되었다.�개

발이익을기대하고노후주거지역뿐만아니라주거환경이 비교적양호한지역도뉴타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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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정하여 나타난 결과였다.�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이해관계자 집단의

의견조정 및수렴기간이 길어져,�54%의구역에서사업이 지연되고법적분쟁이증가했다

(서울특별시,�2013).�2015년 245개의 뉴타운 사업구역을 해제한 이후,�서울시는 뉴타운

을 비롯한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도시 조직과지역의특성을보존하고거주민들이안정적으로삶을영위할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의 ‘대안모델’을 모색하였다.�

2_뉴타운·재개발 대안모델 부상했으나 교통문제 상존

1)�노후주거지역은 마을,�블록,�필지단위에서 다양한 주거환경 문제 존재

재개발하지않은노후주거지역은필지·블록·마을단위에서 여러가지 전형적인문제를안

고 있다.�

- 필지 위의 개별 건축물이 노후해 안전하지 못한 주택이 많다.�에너지 손실도 심하고,�

맹지에 위치한 주택도 종종 볼 수 있다.�

- 필지 단위로 건축법을 적용하다 보니 블록 단위로 녹지나 주차공간 등의 공공공간이

크게 부족하다.�블록 단위로 주거 밀도가 관리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

하고 있다.�건물 주변에 기능이 모호한 자투리 공간이 많고,�개별 주택에는 채광과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

- 마을 단위에서는 가로망의 전체적인 연결성이 떨어지고 방향감이 없어 지역 전체에

서 공간의 위계가 불명확하다.�자동차가 점령한 도로가 많고 전체적으로 무질서한

경관과 이미지를 창출한다.�

즉 노후주거지역에는 그야말로 낡은 건물이 밀집해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녹지 등

공공공간이부족하여삶의질이크게저하되어 있는상황이다.�특히 주민들의생활터전이

자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골목길은 자동차가 점령하여 도로 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령자와어린이의안전을위협한다.�화재가발생했을때는협소한도로에불법주차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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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위험이확대될수있는방재문제도안고있다.�지역내마을단위의공용주차장이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면 주차문제는 덜 하지만 이러한 노후주거지는 서울에 드물다.� �

2)�대안모델은 주민이 부담할 수 있는 주택개량과 원주민 재정착 중요시

서울시는 다음의 3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뉴타운·재개발의 대안 사업모델을 제시하였다

(서울특별시,�2013).�

- 원칙 1:�주거환경개선

�·�기존 시가지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한다.�다양한 건축모

델을 활용하여 주택을 개량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으로 공동체 활성화

에 기여하며 주차장,�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제공한다.�

- 원칙 2:�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주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집수리,�리모델링,�신축,�맞벽·합필 건축 등의 다양한 모

델 중에서 부담 가능한 방법으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원칙 3:�원주민 재정착 유도

�·�주민에게 대안모델과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활발히 홍보하고 상담을 제공하며,�

원주민의 임시거처와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 임대주택을 확보한다.� �

전면 철거형재개발사업에서탈피하여,�위의 3가지원칙에입각한주거환경개선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의지를갖고추진하고 있는맞벽·합필

건축,�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3)�뉴타운·재개발 대안모델 필지와 블록 단위로 시행

- 맞벽·합필 건축

�·�개별필지의 형태를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의 개선이 어려울때맞벽·합필 건축을 적용할



04�노후주거지역도시재생과교통 /�63

수 있다.�두 개 이상의 건물이 벽을 맞대어 재건축하는 방식을 맞벽이라 하고 합필은

여러 필지를합하여 건축하는방법을 일컫는다.�맞벽과합필을동시에적용할수도 있

는데,�이 때 공동개발에참여하는주민들간합의가필수적이다.�이웃한필지에건축선

이 접하여 건축물 전·후면에 공간확보가 가능하고 대지 안에 녹지공간이나 주차장을

조성할수있다.�이렇게재건축하면 공공공간을확보하면서도용적률을늘릴 수 있다.�

아래 [표 4-1]에서 서대문구북가좌동한주택에맞벽·합필 건축을동시에적용한가상

결과를 보면 개발가능한 용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분

현황 필지별 건축 맞벽·합필 건축

번지 340-25 340-26 340-25 340-26 340-25 340-26

용적률 113.4% 87.2% 169.3% 145.7% 192.8% 198.4%

자료 :�서울특별시,�2013,�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안보델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p.90.

[표 4-1]�맞벽·합필 건축 개발가능용량 비교(서대문구 북가좌동 340-25)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맞벽·합필 건축에 대한 법적 규제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정

비사업 구역 내에서는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주거환경관리사업

�·�2010년서울시는휴먼타운(Human�Town)�사업을시작하고,�이를법정사업으로시행하

기위해도정법개정을국토해양부에건의하였다.�2012년개정된도정법에서노후주거지

의 물리적 구조를 보존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입하였다.�

� ·�정비구역이나정비예정구역해제지역,�토지 소유자의 50%이상이재개발에서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전환에 동의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시행한다.�주민이 주도하

고참여하는주거지 재생사업으로공공에서도로·주차장·소공원·놀이터 등의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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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공동시설에필요한재원을지원한다.�또한지역내안전을강화하는 CCTV�등 방범

시설·보육시설·사회복지시설·상담소·도서관 등 주민편의시설도 공공에서 설치한다.�주

민이 개별 주택을 개량하고자 할 때 상담을 제공하고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있다.�아래 [그림 4-1]~[그림 4-3]은 주거환경관리사업이진행되는강동구암

사동의 서원마을 사업대상지의 주요내용을 보여준다.�

자료 :�서울특별시,�2013,�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안보델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p.72.

[그림 4-1]�서원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지구단위계획 주요내용

자료 :�서울특별시,�2013,�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안보델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p.72.

[그림 4-2]�서원마을 그린존 및 마을회관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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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2013,�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안보델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p.72

[그림 4-3]�서원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공공부문 종합계획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는주민협의체나운영위원회를조직하여공공과주민협정을체결한

다.�이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키는,�[그림 4-4]와 같이단계별공동체활성화를추진한다.�즉 물리적인환경개선

과함께 공동체의 형성과활성화까지 추진하여 사회·경제적 재생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2013년 서울시에서는 총 45개소에서 사업을 추

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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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2013,�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안보델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p.67.

[그림 4-4]�주민공동체 형성 절차

-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과 마찬가지로 2012년 도정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노후주거지

역주거환경을개선하기 위해,�기존의 도시조직과가로망을유지하면서소규모로블록

내 필지들을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한다.�도로로 둘러싸인 10,000m2�이하의 블록에 폭

4m�이상의 통과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블록 내에 노후한 건축물이 2/3�

이상이고 기존 주택에 20개 이상 세대가 살고 있어야 한다.�

� ·�토지 소유자로구성된 조합이 지자체장등과공동으로사업을 시행한다.�단 정비사업

을추진하는일반적인절차인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등일련의과정을생략하고

조합설립인가단계부터 시작할수있도록절차를간소화했다.�또한 지방건축위원회 심

의를 거쳐 건폐율,�건축물 높이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결과물은 [그림 4-5]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할수 있다.�인동간

격을충분히확보해서채광이좋아지고프라이버시보호가가능하다.�무엇보다도지하

주차장을설치하여주차난을어느정도해소하고,�대지내에공동으로이용할수있는

녹지를조성할수 있다.�1층부에상가를 입점 시켜 가로활성화에 기여할수 있고,�복

리시설 등 공동체 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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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2013,�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안보델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p.168.

[그림 4-5]�가로주택정비사업 개념도(예:�북가좌동 가로주택 사업 예시)

일반적인 노후주거지역의한블록을필지별로재건축한결과와가로주택정비사업을추진

한가상의결과를살펴보면(중랑구망우동 529-90�일대),�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이점을알

수있다.�필지별로재건축하게되면블록내부에차량통행이 어려워지고,�주차수요가많

아져주차난이발생할것이분명하다.�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지하의공동주차장을개

발하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원과 주민 복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단 용적률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으로 높아져 과도한 교통수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구분

현황 필지별 건축(다세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연면적 2,859.3㎡ 3,029.9㎡ 6,024.0㎡

용적률 87.13% 92.33% 183.6%

자료 :�서울특별시,�2013,�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대안보델 개발 및 시범사업 계획,�p.175

[표 4-2]�가로주택정비사업 개발가능용량 비교(중랑구 망우동 5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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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뉴타운·재개발 대안모델로 주거환경개선 가능...�교통문제 해결은 요원

서울시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대안모델로 제안한 맞벽·합필 건축이나 주거환경관리

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보인

다.�이러한 특성은 ‘도시재생’의 전면 철거형 재개발의 대안으로 탄생했다는 차원에서 일

맥상통한다.�지금까지의개발방식에서 벗어나공공에서 기존주택의 개량을 지원하고주

민공동체주도로현재생활기반시설을보수하면서공공공간을확보해나가는접근방법인

것이다.� �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열악한 보행환경,�지역 전체에 잘 연결되지 않는 가로망,�불법주차,�

어린이안전을위협하는노후주거지역교통문제는해소할수없다.�현재의 주거지도시재

생은물리적환경의 전체적인구조를보존하면서 필지 단위로 건물을개선하고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초점을맞추고 있기때문이다.�기존에 시행하던 재개발이 어렵고바람직하

지도않은상황에서교통인프라의 전면적개선은요원하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역전반

의교통문제는심각하다.�노후주거지의지역경제와공동체활성화를위한탄탄한기반을

다지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제는전면 철거방식으로는노후주거지의교통문제를해결할수없는시점에이르렀다.�

도시조직을보존하고공동체가참여하는 ‘도시재생’의 범위에서교통인프라를정비할수

있는 새로운 해법이 절실하다.� �

노후주거지재생에서교통문제를해결하는방안은지역의물리적 여건에따라다르게나

타날 것이다.�해외도시에서는 지역의 특성을고려하여 주거지 재생을하기 위해,�어떤 수

준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검토하였다.�오래전부터

‘마을 만들기’를 활발하게 진행해 온 일본 도시 사례를 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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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해외도시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구체적인 지구교통계획 수립

1)�세타가야구의 교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세타가야구의 ‘교통마을 만들기’�기본계획은 구의 미래상을 전망하면서 안전하고 쾌적하

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와 서비스를 확립하기 위한 기본방침이다.�구의 기본구상·기

본계획·도시정비방침 등을 반영하며 국가·도쿄도의 상위계획과도 정합성을 갖추었다.�즉

구의 「기본계획」의 개별 계획이면서세타가야구도시정비방침이 정한마을만들기에관한

목표를실현하기위한분야별정비방침도수립되어있는것이다.�이러한시책은구민·NPO·

교통사업자·교통관리자·도로관리자·기타 관계기관 간 협력·연계에 의해 전개된다.

자료 :�世田谷区,�2015,�世田谷区交通まちづくり基本計画.
[그림 4-6]�세타가야구 교통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위상

교통마을 만들기는 ‘누구나 쾌적하고안전하게 이동할수 있는세타가야구’라는 기본 이

념을바탕으로한다.�편리하고 원활한이동,�안전·안심 이동,�환경을 배려한 이동뿐아니

라 재해가 일어났을 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다양한 교통시책을 구민,�교통사업자,�

구가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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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향 시책

편리하고 원활한 이동
․ 철도,�버스,�택시 등의 교통 네트워크 충실화
․ 도로정비,�도로 철도 입체화로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

안전·안심 이동
․ 안전한 통행공간을 확보하여 자전거 이용환경 향상
․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공간을 정비

환경을 배려한 이동
․ 환경부하를 줄인 교통수단의 이용촉진
․ 원활한 자동차 교통의 확보로 환경부하 경감

재해 시 대응할 수

있는 이동

․ 방재활동 위한 도로 정비
․ 가각�전제,�길모퉁이 개량

[표 4-3]�세타가야구 교통마을 만들기 시책

자료 :�世田谷区,�2015,�世田谷区交通まちづくり基本計画
[그림 4-7]�세타가야구 교통마을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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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한 타이시도 2·3�정목지구 마을 만들기

세타가야구 세타가야 지역에 위치한 타이시도 2·3�정목지구는 시부야역에서 두 정거장

거리로토류전원도시선산겐자야역근처에위치하고있으며부도심인 시부야에근접해있

다.�도쿄 근교 채소를 재배하던 농촌지대로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번화가로부터 피해

를입은인구가유입되면서급속한도시화가진행되었지만,�도시기반정비가완료되지못

한채로목조임대아파트가밀집되었다.�협소한도로·막다른길·건물노후화·오픈스페이

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었고 197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시계획 권한이 도쿄

도에서자치구로대폭위임되면서기초자치단체로서독자적인마을만들기가가능해졌다.

1976년 시작한타이시도 2·3�정목지구의 마을만들기는 ‘재해에강한마을·좁은 도로확

장·주민이주도하는수복형 마을·휴식기능및방재기능이향상된 마을’�만들기를기본방

향으로 설정하였다.

구분 내용

추진방향

․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
․ 좁은 도로 확장
․ 주민 휴식공간과 방재 공간으로 활용가능한 포켓 공원 만들기
․ 주민 주도에 의한 수복형 마을 만들기

추진경위

․ 1976년:� ‘세타가야구 마을 만들기 노트 파트(NOTE�PART�1)'�조사 시작
․ 1979년:� ‘재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 중점계획'에서 중점지구로 선정
․ 1982년:� ‘타이시도지구 마을 만들기 협의회’�창설,�마치즈쿠리조례 제정,

이후마을만들기는이 조례에근거하여 진행,�물리적 정비 뿐아니라마을
축제 등 소프트웨어 활동 병행 가능

․ 1992년:� ‘마치즈쿠리 센터’�설치하여 주민의 주체적 활동 광범위하게
지원하고활성화,�공익신탁인 마찌즈구리를도입하여 유연한재정 지원이
가능하게 됨

[표 4-4]�타이시도 2·3�정목지구의 마을 만들기 추진방향 및 추진경위

(2)�타이시도 2·3�정목지구 교통현황 파악

사업시행전타이시도 2·3�정목지구내교통은협소한지구도로와열악한보행자환경으로

대변된다.�도로율은 16%로계획당시자치구평균 17.2%에미달하며지구내도로율만으

로환산하면 10.3%로매우낮은수준이다.�지구내도로의 78.8%가�4m�미만도로로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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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집하서비스가곤란하였으며도로망은불규칙적 형태로막다른도로가많고소규모주

차장이 분산되어 있었다.�전신주와 야간 노상주차로 인하여 도로사정은 더욱 열악했다.

구분 도로(m) 면적(㎡) 평균 폭(m) 도로율(%)
지구도로 9,889 36,754 3.7 10.3

외주도로 2,730 2,730 7.5 5.7

계 12,619 59,960 4.5 16.0

자료 :�世田谷区,�1980,�太子堂地区まちづくり

[표 4-5]�타이시도 2·3�정목지구의 도로현황

� � � � � � � �자료 :�世田谷区,�1980,�太子堂地区まちづくり
[그림 4-8]�타이시도 2·3�정목지구 도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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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소한도로와막다른길은보행환경에도영향을끼쳤다.�지구 내교통사고는많지않았

으나 자동차가 통과하기 어려운 도로는 보행자 안전을 위협했다.�보도는 간선도로에만

설치되어 있었고하천녹도의보행자전용도로는통학·통근의목적이아닌 어린이의놀이

장소로만사용되었다.�약 절반정도의택지가막다른골목에위치하여재난상황이발생

하면주민이신속하게피난하기어려웠으며,�주택의담장이대부분콘크리트블록으로되

어 있어 지진 발생 시 담장 파손에 의한 피해가능성이 높았다.

(3)�체계적인 교통계획 수립하여 주민자치가 가능한 마을 만들기 실현

조사현황을바탕으로설정한목표에맞는종합적이고체계적인도로계획을수립하였다.�

방재성능을향상시키기위하여도로를정비했고도로축을형성하여체계를확립시켰으며

보행자 안전을 목표로 도로공간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그림 4-9]�타이시도 2·3�정목지구의 마을 만들기 목표

1980년 마을 만들기 도로계획

1980년 마을 만들기 도로계획에서는 지구의 주요 골격을 이루는 마을의 축을 설정하기

위해 상업축과 녹지축을 형성하였다.�쇼핑몰을 따라 상업축을 만들었으며 하천변 녹도

이외에교차하는녹도가신설되었다.�원활한소방활동이가능하도록자동차도로를정비

하고네트워크를형성하였다.�지구 도로를양방통행로인 ‘주요 지구서비스도로’와 일방통

행로인 ‘지구서비스도로’로 구분하여 별도로보차분리방식을적용하였다.�주차장은지구

서비스 도로를 중심으로 배치하여 상업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노상주차 근절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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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축 형성 > <�주요 지구서비스도로 >

자료 :�世田谷区,�1980,�太子堂地区まちづくり
[그림 4-10]�마을 축 형성 및 주요 지구서비스도로 보차분리 개념

통학·통근·쇼핑과같은보행자동선을기본으로보행자네트워크를형성하여안전하고즐

겁게걸을수있는보행자공간을확보하였다.�방재용녹지대를겸한녹도에광장을설치

하여 여가 장소 및 피난로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 통행이

가능하도록하였다.�생활녹도는지구서비스도로를연결하여 커뮤니케이션장소가되었으

며 교통을 규제하여 상점가는 보행자 전용으로 바꾸었다.

자료 :�世田谷区,�1980,�太子堂地区まちづくり
[그림 4-11]�방재용 녹지대를 겸한 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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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자료 :�世田谷区,� 1980,�太子堂地区まちづくり
[그림 4-12]�타이시도 2·3�정목지구 도로계획

1985년 마을 만들기 도로계획

1985년부터는본격적으로방재기능을부각시키기 위해도로계획을수립했다.�지진에대

응할수있도록 100~200m�간격을기준으로도로폭원을 6m로정비하였으며평상시에도

통과교통과불법주차가없도록설계했다.�지구서비스도로를보완하는네트워크를형성하

여 중점 노선을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4m�미만의 도로를 넓힐 수 있도록 정비하였다.�

피난을 위하여 막다른 길을 해소하고 관통도로를 정비하였는데 중요한 필지를 매입하여

양방향의피난로를만들고기존공지나통로를관통로로정비하여재난시안정성을향상

하였다.�원활한자동차서비스제공과안전성확보를위해교차로의가각전제와길모퉁이

커브를 개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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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타이시도 마을 만들기 계획(1985)

[그림 4-13]�피난을 위한 관통도로 정비 개념

자료 :�http://www.setagayatm.or.jp

[그림 4-14]�타이시도 2·3�정목지구 마을 만들기 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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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마을 만들기 도로계획

2008년 개정된마을만들기계획은도로위계별교통정비에초점이맞춰져있다.�기존도로

정비계획을구체화하였으며간선도로와주요구획도로뿐아니라보행자도로,�상점가도

로 같은 세부 가로에 대한 정비방침도 제시하였다.

도로 종류 계획

간선도로
․ 외주부 도로는 화재 차단 벨트 기능이 가능하도록 연도환경을 정비하고
보도 정비 개선

․ 무장애화와 광역피난장소의 네트워크 강화

주요 구획도로

․ 소방활동과 피난활동 원활화하고 화재차단 효과 위해 6m�정비
․ 과도한 교통 억제,�자동차 주행속도 저감으로 교통환경 개선
․ 연도의 내화성 향상시켜 화재를지연시킬 수있는벨트를형성하고전선
지중화 검토

․ 주요구획도로정비는주민과의충분한협의를기본으로,�그우선성을고려
하여 순차적 진행

구획도로
․ 도로확폭정비사업등을활용하여 건물재건축이나철거 시 4m로확폭하고,�
가각�전제 실시

․ 시야 확보가 안 되는 교차로,�옹벽이나 담장 개선
막다른 도로 및
길모퉁이 개선

․ 긴급한상황에서 양방향피난이 곤란한막다른도로는재건축시 관통로
확보

․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와 길모퉁이 개선
보행자 우선로

․ 도로의 특성을 고려한 정비
․ 녹화추진과 함께 보행자 우선로 정비

상점가 정비 ․ 보행자 교통안전과 쇼핑환경 향상 위해 1층 벽면선 1m�후퇴

[표 4-6]�도로위계별 교통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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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city.setagaya.lg.jp

[그림 4-15]�타이시도 2·3�정목지구 마을 만들기 계획(2008년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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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을 만들기 사업실적(2005년까지의 교통환경 개선성과)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도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방재기능과 휴식공간을 겸하는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였다.�또한 대부분의 사업 계획이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행정과 역할을

적절히 분담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수복형 마을 만들기를 실현하고 있다.

- 도로 확폭 및 막다른 길 관통

�·�막다른 길 관통을 위해 필지를매입하였으며 통과도로를 설치하고남은토지는포켓

공원으로정비하였다.�건축선 한계선지정후,�건축물후퇴(set�back)�공간에대해서는

건축주가 희망할 경우 공공에서 매입하고 원치 않을 경우에도 건축 한계선을 지켜야

한다.�하지만 토지 매각은 강요하지 않았다.

- 공원 및 광장 정비

�·�건물을 재건축할 때 공공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포켓공원을 조성하였다.�공원 조성은

주민과협의하여 이루어졌으며,�공원 내화단을자주적으로관리하는공간을조성하여

일상의 휴식공간을 겸한 방재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 주요 구간에 대한 도로 선(先)�계획 후 주민과 협의 진행

�·�「마치즈쿠리 계획」이나 「지구계획」으로 장래의 도로 확폭 정도를 결정하며,�건물을 건

축할 때 보행로 확보를 위해 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건축 한계선 설정으로 도로 확폭 > <�공지 매입으로 포켓공원 조성 >

자료 :�http://www.setagayatm.or.jp/

[그림 4-16]�도로확폭 및 포켓공원 조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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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www.setagayatm.or.jp/

[그림 4-17]�타이시도 2·3�정목지구 마을 만들기 사업실적(200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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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양호한 거주환경을 갖추고 대지진 화재에 강한 스미다구의 마을 만들기

스미다구교지마 2·3��정목지구는관동대지진이후형성된밀집시가지로노후한목조주택

이 밀집되어 있다.�주거지역에과소필지가 밀집되어 있고 4m�미만 접도필지가많아주택

개량이 어려운 지역이다.�

자료 :�墨田まちづくり公社,�2014,�京島地区まちづくりニュース　No.30
[그림 4-18]�교지마 지구 좁은 골목길

(1)�주거환경개선으로지역활력을꾀하는스미다구교지마 2·3��정목지구의마을만들기

스미다구 교지마 2·3��정목지구는 건물의 노후화,�공공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 악화를

경험했다.�이는 젊은 층의 유출을 야기하여 지역 활력 쇠퇴의 원인이 되었고 주거지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이에 도쿄도와 스미다구가 주체가 되어 목조밀집주택을 철거하고

커뮤니티주택1)을건설하였으며,�협소한도로의 정비와목조주택의불연화를추진하였다.�

1970년대에도쿄도가전면적인재개발을검토하였으나사업성이낮아부분적으로개선하는

방식을적용하는것으로추진방식이변경되었으며,�1980년대에마을만들기협의회가조직

되었다.�1990년대이후에는사업주체를도쿄도에서스미다구로이관하고지역밀착형사업

을전개하였다.�2000년 이후 스미다구는마을만들기 계획을재검토하여우선 정비노선의

도로를 정비하고,�거주자에게 재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다.

1)�墨田区コミュニティ住宅条例�:�주택시가지종합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택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고 인정된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구입,�또는 임차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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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토지소유자와개별적으로사업을실시하고 있으며 전체방침에관해서는주민참여마

을 만들기 모델을 구축하여 마을 만들기 협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자료 :�墨田まちづくり公社,�2014,�京島地区まちづくりニュース　No.30.
[그림 4-19]�교지마 지구 마을 만들기 계획

(2)�부문별 체계적 계획이 수립되고,�공공지원이 원활히 되는 마을 만들기

스미다구 교지마 2·3��정목지구의 마을 만들기는 교지마에 어울리는 양호한 거주환경을

갖추어 활기가 넘치며 재해에 안전한 마을을 추구한다.�

[그림 4-20]�스미다구 교지마 2·3�정목지구의 마을 만들기 목표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로·건물·커뮤니티 시설 등부문별 계획을 별도로수립하였으며,�마

을 만들기 협의회를 통하여 주민의 의사결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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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세부계획

도로계획

․ 주요 생활도로 확폭 및 정비
․ 재해시 소방차가진입가능하고,�도로및 건물정비하여 방재벨트 및 피난루트

형성
․ 배달·건설공사·이사 등에 필요한 대형차 진입가능한 도로
․ 보행자 및 자전거 안전 통행,�가로경관 정비
․ 주요생활도로 100m�간격으로 6~8m�폭으로 계획

건물계획

․ 노후건물 철거,�건물 불연화로 방재성능 향상
․ 필지 통합으로 재건축 촉진 장려
․ 전면철거·부분개선·보전 등 건물 성격에 따른 별도 계획 수립

커뮤니티

시설계획

․ 집회소·보육원 등 병설 커뮤니티센터 설치
․ 주거환경 개선 및 방재성능 향상 위한 소규모 광장 및 포켓공원 배치

[표 4-7]�부문별 세부계획

자료 :�墨田まちづくり公社,�2014,�京島地区まちづくりニュース　No.30
[그림 4-21]�교지마 2·3�정목지구 정비계획(밀집주택시가지정비촉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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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는주택정비와겸하여 이루어졌다.�소규모토지의주택들을도쿄도와자치구가

매입하여커뮤니티주택으로재건축하면서도로폭원을 8m로확폭였으며,�민간주택의재

건축 사업에서도 건축선 후퇴(set�back)를 통한 도로 확폭이 진행되었다.�

자료 :�墨田まちづくり公社,�2014,�京島地区まちづくりニュース　No.30
[그림 4-22]�교지마 2·3�정목지구 가로 확폭 수법

도로 정비·노후주택 개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공공에서 지원하였다.�지역 내 주요

생활가로 정비는국가 및도쿄도가,�세가로확폭정비사업은구에서주관하였다.�스미다

구는 ‘스미다구 마을 만들기 제도’를 통하여 공동재건축 또는 도로 확폭 예정지와 관련

필지의 계획 수립비용및 건축비,�공동공간정비비용,�필지외 도로‧녹지 정비비용등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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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였다.�한편 노후주택 개량은 주택 철거비,�건축설계비,�공동주택의 공동시설 정비비

등 주택 개량비용의 2/3까지 보조되었다.

(3)�마을 만들기 사업실적

커뮤니티주택공급및민간주택재건축사업으로도로를정비한결과총 636m의도로가

6~8m로,�1,611m�도로가 4m로확폭되었다.�또한마을만들기사업용지를취득하여녹지

정비 (소공원),�우수저수조,�집회소,�방재관련 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

자료 :�墨田まちづくり公社,�2014,�京島地区まちづくりニュース　No.30
[그림 4-23]�교지마 2·3�정목지구 가로 확폭 사업 전후 전경

� �자료 :�http://www.city.sumida.lg.jp/

[그림 4-24]�교지마 2·3�정목지구 가로정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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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주거환경 개선을 추구하는 홈존(Home�Zone)

‘홈존(Home�Zone)’은도로를이용할때운전자보다어린이보행자가우선권을갖고,�어린이

가�다치거나사고가발생할경우운전자의부주의 및과실로간주하는제도이다.�1990년대

초반하워드와프레스톤(C.�I.�Howarth�&�B.�Preston)이 안전한주거지역가로를위한

제도적개선방안으로제안했으며보차공존개념도로인네덜란드의본엘프(Vonerf)를 영

국에적용시킨사례라할수있다.�도로 이용의우선순위와이용자의 법적 지위를변화시

켜,�속도규제나 교통정온화 시설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주행속도 감속효과와 안전운전

을기대한다.�즉 물리적 변화나별도의 설계및 건설을수반하기보다는운전자와어린이

보행자의 책임관계의 변화를 통하여 교통안전 개선을 추구한다.

(1)�물리적 변화보다는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근간이 되는 홈존

목적 및 추진과정

홈존은주거지역의 가로를자동차와다른이용주체들이 도로공간을공유하여 보행과자

전거교통,�노인과어린이와같은이용자의요구를수용하고이웃관계를증진시키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에서는주거지도로의안전성을높여보행과자전거·대중교통이용을장려하고자동차

의존도를낮추고자하는의도가있었다.�이는다양한놀이와야외활동을촉진하여 건강한

삶을영위하게하고,�공공영역에서도시설계의질을높이는포괄적변화를필요로하는것

이다.�1998년 환경교통지역부는교통정책백서(DETR,�1998)를통해홈존에대한정부차원

의공식적지지와지원의사를표명하였고,�1999년도시문제전담위원회(Urban�Task�Force)

에서도 도시재생의제(Urban�Renaissance�Agenda)로 도시재생(Urban�Renaissance)을

지속가능하고 매력적인 사람중심의 도시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홈존 시범사업은영국교통부에의해추진되었다.�전형적인홈존의설계요소와기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고,�예산과 설계,�제도와 지원 등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했다.�1999년 30개 이상 지자체에서 50개 이상의 계획안이 제출된

지역 중 14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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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상지역 �총 14개소 (잉글랜드 8,�웨일즈 1,�아일랜드 1,�스코틀랜드 4)

선정기준

․ 혁신적 제안,�지역주민의지지
․ 사업결과의 확장 적용성
․ 기간 내 목표 달성 가능성
․ 도시사업 유형 및 지역 고려
(도시재생사업,�대규모 근린계획,�도시내부 계획,�단일가로 또는

�소규모 가로 군집 등)

계획안 및
개선효과

평가

평가
기관

�전문 교통조사연구기관(Transport�Research�Laboratory,�TRL)

평가

내용

․ 자동차의 주행속도와 통행량의 실질적인 감소
․ 운전자 태도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 가로경관 이미지 개선

시범사업 성과

․ 주거지역 가로 이용 패턴에 대한 주민 인식 전환
․ 자동차를 위한 공간이던 도로 ⇒�다양한 활동 수행 가능한 장소
․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주행속도 감소
․ 마을에 대한 자부심 강화
․ 지역공동체 역량 배양

[표 4-8]�홈존 시범사업

시범사업의효과가성공적으로나타나자2001년잉글랜드정부는홈존챌린지(Home�Zone�

Challenge)를 통한 3천만파운드규모의 신규사업 지원계획을발표한다.�잉글랜드 전역에

61개 계획안을 선정하여 평균 50만 파운드의 사업예산을 지원하였다.

홈존 챌린지 사업 성과 및 주민참여

홈존챌린지 사업은교통정온화,�도로구조개선등물리적·기술적 접근이외에지역사회

가�안고있는여러가지문제해결을위한다양한시도를하였다.�사업의성공은주거지역

내주행속도및교통량감소와같은교통측면의효과를넘어공동체강화나지역사회재

생으로연결되었다.�가로변활동이늘어나면서주민 건강이증진되고,�만족도가향상되었

으며주인의식이고양되었다.�더불어 지역유지개발을위한민간·공공부문의투자가증가

되고 주거환경 개선으로 범죄율이 감소하여 주택가격 상승 효과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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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홈존 표지판과 설치 현황

홈존의 성공과 확산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긴밀한 협의과정이 필수적이다.�해당지역 거주

자와이용자스스로가필요성을인식하여모든단계에서지역공동체의효율적이고적극적

인참여가보장되어야할것이다.�교통부는초기단계부터 지역공동체를개입시켜논의및

협의과정에충분한시간을할애하여추진과정의오해나마찰을사전에예방하여야한다.�

또한 전문가2)는공동체개발에따른쟁점을종합적으로이해하고협력과소통을 이끌어

내는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설계기법

홈존은 진입부(entrance),�가로(street/highway),�가로경관(streetscape),�사회적 공간

(social�space),�상호작용(interface)의 5요소를 중점적으로 설계한다.�원칙적으로 보차

공존을권장하고있지만의무사항은아니며,�적용·구현에대한현실적어려움을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2)�설계 자문업체,�지역의 주택조합,�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도시계획,�교통 등 관련 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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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진입부
(entrance)

�바닥의높이와재질변화,�안내판설치,�식재요소등을활용하여홈존의경계와�
정체성을 나타내면서 가로의 성격과 이용방식이 달라짐을 전달

가로
(street/highway)

․ 통과동선의폭을줄이고가시거리와직선주행구간을짧게하는교통정온화
기법을 이용하여 속도 저감효과를 유도

․ 도로공간을통합적으로재구성하여 이용자가걷고머물고뛰어놀수있는
공간 구성

가로경관
(streetscape)

․ 노면의 재질과 색상,�가로 시설물의 배치와 형태 설계
․ 보행자와 자동차의 영역이 서로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통합된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조화롭게 구성

사회적 공간
(social� space)

�가로의 일부나 인접공간에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휴식 및 놀이공간
조성

상호작용
(interface)

�건물 입면과 전면 자투리 공간에 거주가의 특성을 반영

[표 4-9]�홈존 설계기법

쟁점과 과제

홈존설치로인해주거환경은개선되었으나인식전환,�안전성부문등에서아직해결해야

할 문제는 남아있다.�

- 보차공존에 대한 안전성 및 의식 전환의 어려움

�·�엄격한 보차분리에대한 영국의 관습적 선호는보차공존방식의 적용을 20년 이상 지

연시켰다.�홈존은물리적으로나형태적으로여전히자동차가우위를지배하는도로네

트워크의일부로인식되었고,�특정 구역안에서보행자의우선권이나운전자의양보의

무를 강조하는 조항이 생겨도 사람들의 행동이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 사업비용과 절차적 부담

�·�2000년대초반시행된홈존시범사업이후지역교통당국이나민간차원의자발적도입사례

는적었다.�기존도로를보차공존가로로전환하기위해서는도로전체의재포장과가로시설

물,�기반시설,�배수체계의재배치가수반되므로많은비용이소요된다.�또한주민과지역사

회의참여를전제로하는계획과복잡한설계과정으로인해절차적인부담을가지게된다.



90�/�도시재생사업의교통부문역할정립방안

- 느슨한 관련 규정

�·�홈존은교통여건이 열악하고문제해결이 시급한곳보다는양호한수준이거나개선의

여지가 큰 곳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또한 교통문제에 대한 대응보

다는주거환경의 질,�생활양식,�주민공동체형성등을아우르는포괄적개선을지향한

다.�계획의 원칙이나 시설물 설계기준,�유의사항등은 설계지침을 통해 상세하게 제시

하고 있으나,�권장 및 참고사항일 뿐 강제력은 없다.�

- 설계 원칙의 제한적 적용

�·�지역적 맥락이나투입예산규모,�제반 여건에따라다양한형태로구현되며,�홈존의 지

정여부가 지방정부나 개발 및 설계주체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2)�홈존 시범사업 지역 :�모리스 타운(Morice�Town,�Plymouth)

홈존의시범사업대상지중한곳인모리스타운은영국남서부플리머스시근교에위치

하며,�19세기 해군조선소에서 일하는노동자를수용하기위한주거지역으로개발되었다.�

약 125,000㎡(250m×500m)의 면적에약 400세대,�1,200명 정도가거주하고있다.�낙후

된 주거지로 빈곤과 노후화로 영국 교통부가 지정한 공식지표에 의해 사회적 빈곤지역

(Area�of�Social�Deprivation)으로 분류되었으며보건·교육·고용부문에서도공공의 지원

을필요로하는우선투자구역(Action�Zone)으로지정되었다.�총 2.2km에 이르는 12개의

가로들이 불규칙하지만 격자형 가로망을 형성하고 있으며,�도로는 차도 6~7.5m,�보도

1.8~2.5m로 구축되어있으나가로변에는차량이주차되어 실제로더 협소한실정이었다.�

모리스 타운 사업 전개 및 설계 방식

모리스타운은 2003년 홈존시범사업으로조성되었으며 설계기법의 원형이 비교적 잘구

현된 사례이다.�사업비용은 총 230만 파운드가 소요되었으며 통합도시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Budget),�중앙정부의 홈존 챌린지 예산 등으로 충당되었다.�일부는 EC�

(European�Community)로부터 추가 지원되었다.

설계방식은대상지내주요구간에서기존도로를전면재정비하고,�노면의 단차를없애



04�노후주거지역도시재생과교통 /�91

보차공존가로(Shared�Streets)를 조성하는것을기본으로하였다.�보차공존가로공간은

노면의 포장재질과가로시설물을배치하여,�자동차 주행 및 주·정차를 위한공간과가로

시설물이 설치되는 완충지대,�자동차로부터 분리된 보행안전구역,�어린이를 위한 놀이공

간등으로세분화하였다.�교통정온화기법을대상지곳곳에다양한방식으로적용하였으

며 각�영역의 기능을 구분하기 위해 바닥 포장재 색을 다르게 적용하였다.

구분 내용

밝은 회색 �보행자 및 자동차가 모두 통행하는 영역

노란색 �주민들을 위한 공공공간 및 놀이공간 /�보행안전구역

빨강 �주차구획(단,�주의와 감속을 유도하는 부분에는 밝은 빨강)

짙은 회색 �영역 사이의 경계 구분 선 또는 교차로 /�과속방지턱 시작 지점

[표 4-10]�바닥재의 색채 구분을 통한 영역 분리

자료 :� Institute�of�Highway�Engineers,�2005,�Morice�Town�Home�Zone

[그림 4-26]�모리스 타운 홈존 커뮤니티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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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Institute�of�Highway�Engineers,�2005,�Morice�Town�Home�Zone

[그림 4-27]�모리스 타운 홈존 게이트웨이

자료 :� Institute�of�Highway�Engineers,�2005,�Morice�Town�Home�Zone

[그림 4-28]�모리스 타운 홈존 커뮤니티 활동공간

자료 :� Institute�of�Highway�Engineers,�2005,�Morice�Town�Home�Zone

[그림 4-29]�모리스 타운 홈존 보차공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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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스 타운 사업 성과

자동차의 통행량과 속도를 감소시켜 가로의 안전을 증진하였으며 지역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특징적인 경관도 형성하였다.�홈존에 조성된 녹지 및 옥외공간은 주민 공동체의

중심공간으로서다양한행사를위해활용하여지역사회를단합시키는역할을했다.�또한

사업시행후범죄발생건수가비약적으로감소하였고부동산가격상승효과도나타났다.�

자료 :� Institute�of�Highway�Engineers,�2005,�Morice�Town�Home�Zone

[그림 4-30]�홈존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4)�사업의 전 과정이 주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DIY�스트리트

DIY�스트리트는 시민단체인 서스트랜스(Sustrans)가�기획·추진하고있는 ‘살기좋은마을

(liveable�neighbourhoods)’부문을대표하는영국의가로환경개선사업이다.�홈존 시범

사업에서 축적된 경험과 장단점을 바탕으로 원칙과 장점은 계승하되 한계는 극복하고자

하는 대안적 시도라 할 수 있다.�사업의 기본개념,�접근방식,�설계기법 측면에서 홈존과

유사한전략과목표를가지고있다.�서스트랜스는주민들이 관심과노력을통해주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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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환경을스스로개선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을수행하였다.�이에따라주민들은 현

황진단,�디자인 워크샵,�시설물의 시공과유지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참여하여 주거지

가로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자료 :�Sustrans,�2010,�Creating�your�own�DIY�Street� �A�simple�guide

[그림 4-31]�DIY�Street�주민참여 워크숍

(1)�지역사회의 참여가 성패를 좌우하는 DIY(Do� It�Yourself)�거리 사업

사업추진과정

DIY�거리 시범사업은지방정부와담당부서의 지원,�주민들의적극적인협조,�지역 내예산

조달및추가지원가능성,�물리적 공간의활용여건등을고려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

지 3년간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에서 11개 가로가 선정되었다.�

서스트랜스가 민간 자선단체인 에스미 페어베인 재단(Esmée�Fairbairn�Foundation)으
로부터확보한경비(조사·계획에활용되는인건비,�운영비)의 50%에해당하는 3만파운드

를지원하고,�나머지 50%�경비와시설물및고정자산에투자되는경비는지역의도로관리

운영 당국(highway�authorities)이나 주택조합(housing�association),�런던시 교통국

(Transport�for�London)�등으로부터추가지원을받는매칭 펀드형식으로마련하였다.�

지역사회의참여는 DIY�거리 사업의 성패를좌우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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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의활동가들은지역거주자의참여를위해동기를부여하고거주자와함께논의한

내용이주거지가로에실현·유지될수있도록지원하였다.�사업 전후가로환경개선효과를

평가하여 홍보하는방식으로주민참여 실효성에대한확신과자부심을고취시켰으며,�주

거환경과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기본원칙

DIY�거리 사업은홈존의개념과기본원리를수용하면서간편하고저렴하게적용할수있

는 기법과 요소를 활용한다.�보차공존 개념은 조성비용과 안전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제기되어설계지침에는배제하였다.�보차분리는유지하지만전통적교통정온화기

법과는 다른 방식을 적용하였으며,�홈존 사업에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던 전선지중화,�

도로 재포장,�조명시설교체요소는배제하고저비용으로큰효과를거둘수있는기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

가로 진입에서부터 보행자중심의 분위기와 지역의 특성을강조하여 심리적 안전과소속

감,�친근감을 향상시켰으며 보행자와 자동차의 이용방식과 행태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있는전략을추구하였다.�물리적환경변화를통해공동체활성화를지향한다는점에서

홈존의 접근방식과유사한특성을지닌다.�하지만투입 예산대비 효과를 비교하면 홈존

이 약 1천파운드/㎡,�DIY�거리 사업은 77파운드/㎡로 홈존의 7.6%�수준에 불과하여 홈

존에 비해 훨씬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DIY�거리 사업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기본으로 한다.�물리적인 설계기법보다 사업의 추

진절차를중심으로구성된 사업안내서는단계별로누구와무엇을준비해야하고어떤 점

을유의해야하는지에대한구체적조언이수록되어 있다.�즉 정해진답이나기준을따르

기보다는주민의요구와선호에따라지역의특성과맥락에맞는해법을제시한다.�정형

화된교통정온화기법에의존하기보다주민들이 직접 낸아이디어로가로를조성하고관

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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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Sustrans,�2010,�Creating�your�own�DIY�Street��A�simple�guide

[그림 4-32]�주민이 직접 가꾸는 가로 화단

DIY�거리 디자인 요소

- 공간 회복(Reclaim�the�Space)

� ·�가로의 원래 목적인 ‘아이들이 뛰어 놀고 이웃과 담소를 나누며 걷고 자전거를 타는’�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간을 정비한다.�

<�개선 전 :�가로를 잠식한 쓰레기통> <�환경 개선 후 >

자료 :�Alexandra�Allen,�2009,�DIY�Streets:Creating�people-friendly�spaces,�affordably

[그림 4-33]�공간 회복 전·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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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선 감소(Reduce�Sightlines)

� ·�운전자들의 주의를 유발하기 위해 평행 또는 직각 주차를 지향하며 화분 및 화단과

같은 환경요소를 추가한다.�

자료 :�Alexandra�Allen,�2009,�DIY�Streets:Creating�people-friendly� spaces,�affordably

[그림 4-34]�운전자 시야를 축소하는 게이트웨이

- 차로폭 축소(Narrowing�the�Road)

� ·�응급차량의통행을방해하지않는수준에서차로폭을축소하여차량속도를감소시키

는 기법으로 보행자나 자전거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 적용한다.

- 시케인(Chicanes)

� ·�차로폭 축소와 가시선 감소의 조합을 통해 차량 속도를 줄이는 기법으로 주민참여를

통하여 화단을 조성하고 모자이크 장식 등을 적용한다.

<�교차로 차로 폭 감소 > <�시케인 >

자료 :�Alexandra�Allen,�2009,�DIY�Streets:Creating�people-friendly� spaces,�affordably

[그림 4-35]�교차로 폭 감소 및 S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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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방지턱(Speed�Table)

� ·�기존 도록 폭이 좁거나 노상 주차가 많은 경우에 적용 가능한 속도 저감 방법으로

보행자의 비공식적인 횡단로의 역할을 한다.�

- 단지 출입구(Gateways)�및 화단(Greenery)

� ·�운전자들에게 새로운 공간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영구적인 설치물로 지역의 역사나

장소를 기념하는 장식 등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 ·�교통정온화수법과병행하여활용하는 식재나화단으로주민들이 직접참여하여 조성

하고 유지·관리한다.

- 가로시설물(Street�Furniture)과 미술품(Artworks)

� ·�가로 활용을 촉진하는 벤치 등 각종 환경시설물을 설치하며,�주민이 직접 제작과정에

참여하여 지역 역사나 특색을 나타내는 미술작품을 설치한다.�

자료 :�Alexandra�Allen,�2009,�DIY�Streets:Creating�people-friendly� spaces,�affordably

[그림 4-36]�주민이 참여하여 만드는 가로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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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DIY�거리 사업 적용사례 :�헤링게이 자치구(Haringey,�London)

DIY�거리 사업이 적용된 지역은런던시북부헤링게이자치구의 턴파이크레인(Turnpike�

Lane)�지하철역주변 일대의주거지역이다.�173,000천㎡의 면적으로입면과높이가유사

한 건물들이 8개의 가로변에 맞벽형태로 늘어선 주거단지로 약 1,000세대가 거주한다.�

주거환경을위협하는통과교통과과속으로인한사고위험이산재하고있으며대상지내

부 가로는 주변 간선도로의 혼잡을 피해 우회하는 지름길로 자주 이용된다.�

가로변 주차공간을 제외하면 1차로의 좁은 가로이지만 보차분리가 명확한 도로가 수백

미터 구간에 걸쳐 곧게 뻗어 있어자동차운전자가시야를확보하고속도를내기에용이

한가로환경을갖추고 있다.�하지만 교차로주변에서 사고가많이 일어나며 인적이 뜸한

일부 구간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집 앞의 가로는 위험한

공간으로인식되어야외활동이 위축되고있으며주민이 어울릴수있는공공공간이부족

한실정이다.�대상지 내에는총 3km�내외의 불규칙한형태의가로망이형성되어 있고도

로폭은 12~14m�정도이다.�대부분의 구간에서 보도와 차도의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차도 양측에 1~2m�폭의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사업 전개방식

DIY�거리 1차 시범사업 종료 후 지방정부의 자발적 요청에 의해 실시된 첫 번째 사례로

단일가로가아닌마을단위면적을통합적으로개선한최초의시도이다.�헤링게이자치구

의회는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DIY�거리 사업이 턴파이크 레인지역에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고 서스트랜스에 협조를 요청하였다.�사업비용 5십만 파운드는 헤링게이 자치구

의회에서 전액부담하였으며 시설공사비에약 35만 파운드,�활동가들의 인건비와행사자

료,�인쇄비등간접경비로 15만파운드가소요되었다.3)�사업 진행과정에서서스트랜스는

주민과지역공동체와의관계를구축하고계획안에대한협의를이끌어내는데사업기간(2

년)의 절반을 할애하였다.�

3)�DIY�스트리트의 시범사업은서스트랜스가확보한재단지원금과지역자체조달예산의매칭 펀드를통해시행되었으나턴파이크
레인 지역의 경우 헤링게이 지방의회의 전액보조로 실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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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참여한 커뮤니티 디자인

설문과실측조사로수집된 정보와상호토론을통해지역의문제와개선방향에대한인식

을 공유하였다.�여러 접근방법과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타협과 조율을 통해

공동의 합의를도출했다.�가로의각�지점과교차로에대한설계안을발전시켜나가는동

시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공공예술,�정원가꾸기,�유지관리 방안 등 특정한 세부주제에

대한소모임을 병행하였으며 가로 설계안의 실행에앞서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모의실

험도 실시했다.�공터를 청소하거나가로변 화단에화초를 심는 일과같이 유지관리가중

요시 되는 세부작업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자료 :�https://diyturnpikelane.wordpress.com/photos/

[그림 4-37]�주민참여에 의한 커뮤니티 디자인 세션

설계기법 및 사업 성과

가로별구간별특성에따라저렴하고간편하게도입할수있는절충적인설계기법과요소

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지 진입을 위한 주요 지점에는 노면포장과 식재 등으로 차별화된

진입관문을 조성하였다.�과속 또는 보차상충이 발생하기 쉬운 지점에는 고원식 교차로,�

과석방지턱과 같은 속도 저감시설도 설치하였다.

DIY�거리 사업은단일가로를대상으로적용되던사업의 범위를하나의마을단위로확장

하여 접근함으로써 종합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였다.�마을 내 보행·자전거 경로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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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과유기적으로연결하였을뿐아니라보행과자전거 이용을장려하는지원수단

을 병행하여 지역의 교통여건과 환경을 개선하였다.�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가로환경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편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주최하는 2012�

Street�Design�Award의 공동체 주도 설계 부분에서 2등상을 수상하는 영예도 누렸다.

5)�사회실험을 통하여 주민공동체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도시재생계획

다양한지구계획이수립되지만실질적으로주민이처리되기바라는지구내문제를파악

하고실효성 있는해결방안을제시하기 위해서는주민공동체와의 타협 및 조율이 필수적

이다.�주민공동체와 소통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회실험을 들 수 있다.�사회실험은 새

로운교통규제나물리적장치를시험해보기위해,�장소나기간을한정하여시책을평가하

는방법이다.�사회실험 결과를이용하여계획 입안자와주민모두계획의도입 여부에대

하여 판단할 수 있으며 계획의 수정·보완 또한 가능하다.�

일본의 분쿄구하쿠산센코쿠 지구에서는 정비계획 책정 시 험프·초크와같은 물리적 장

치를가설하여 속도와교통량을계측하고주민을대상으로 설문하는사회실험을수행하

였다(계명대학교,�2013).

자료 :�계명대학교,�2013,�지구교통계획매뉴얼,�p.39

[그림 4-38]�험프,�초크 설치 사회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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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실험 결과 험프와 초크는 주행속도 저감 효과가 있었으나 교통량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것으로나타났다.�초크보다는험프를더높이평가하였으며,�장치설치장소와관련한

설문에서는자택바로앞에설치하는것은주민들이협력할의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부문 세부계획
도로계획 �험프:�5~9kph�감속 효과 �초크:�1~4kph�감속 효과

교통량 �감소 효과 없음

설문
조사

결과

효과 여부 �연속험프>�험프>�초크 순으로 높은 평가

설치
협력
의향

자료 :�계명대학교,�2013,�지구교통계획매뉴얼,�p.40

[표 4-11]�도쿄도 센고쿠 지구 사회실험 결과

영국 런던시 헤링게이 자치구 턴파이크 레인 지역에서도 교차로의 폭을 좁히는 사회실험

이 수행하였다.�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부여하고 속도 저감을 위하여 설계안에서 지정된

돌출부의 위치에짚단을쌓아놓고대형차량의통과여부를실험하였다.�특이한점은사회

실험을주민들이참여하는거리축제로진행하여주민을위한간식과놀이활동이제공되었

으며 설계안에 대한 자연스러운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자료 :�오성훈·남궁지희,�2013,�보행자를 위한 도시설계 1,�p.244

[그림 4-39]�턴파이크 레인 지역의 거리축제 겸 사회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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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의 주거지 재생사업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재생사업을진행하는지구단위에서구체적인교통현황을조사하여교통문제를파악한다.�

- 해당지역이 직면한교통문제를해결하는것을목표로구체적인지구교통계획을수립한

다.�특히 일본 도시에서는 재난에 대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계획을 세웠다.�

- 지구교통계획을수립하는데 있어사회실험등주민공동체의 적극적참여를장려한다.�

위의 시사점을바탕으로,�이 연구에서는우리나라에서수도권내에서유일하게국가가도

시재생선도지역으로지정한창신·숭인 지역을대상지로삼아사례연구를진행하였다.�사

례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특유의 교통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면,�다른노후주거지역도시재생사업에서 어떤 정책적인노력이행해져야하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4_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사례연구

1)�2013년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되고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창신·숭인 지역은주택의 70%이상이 40년이 넘은서울의대표적인노후주거지역이다.�고

도가높고지형의 54%가�10도 이상으로경사가심하여 영세주택들이층을 이루어 밀집

해 있다.�1980년대부터 지역전반에 걸쳐 쪽방촌,�무허가 주택,�공가와 폐가가 생겨나낙

후된 주거지역의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왔다.�

창신·숭인 지역은역사적으로서울의봉제산업중심지로알려져있다.�주택과함께봉제공

장이밀집해 1960년대동대문상권에서팔리는의류의생산지로기능했고,�봉제업노동자의

거주지이기도했다.�그러나 1970년대 이후강남이상업과업무의 중심지로떠오름에따라

상대적으로쇠퇴하기시작했다.�특히중국으로생산공장이대거이전함에따라봉제산업이

침체되기시작하여산업경쟁력이약화되었다.�2012년 대비 2013년에 90%�이상의봉제업체

에서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종로구·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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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종로구·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2015,�서울형 도시재생 창신숭인 주민설명회 자료.

[그림 4-40]�창신·숭인지역 지도

무엇보다도 지역전반에 걸쳐 교통문제가 심각하다.�폭원이 4m�미만인 도로가 40.6%에

달하여차량의소통이 힘들고수요에비해주차공간이부족하여교행이가능한도로마다

불법주차가만연하다(창신숭인도시재생지원센터,�2015).�지역 전체적으로가로망의연결

성이 낮은데다가 불법주차 차량이 골목길을 가로막고 있어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찾기가힘들다.�이러한환경은고령자를비롯한교통약자와어린이보행의안전을

위협한다.� � �

1990년대초부터서울시는이지역에서주거환경개선사업을시행하여물리적환경을개선

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재개발과 달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주거지를 대상으

로주민의사를반영하여새로운주택건설이나기존주택을개량할수있게지원하는것을

골자로 한다.�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이 주거환경개선노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법률상의

복잡한기준을완화하였다.�전면 철거를전제로한재개발에서벗어나주택소유자가부분

개축이나 증축을 통해 자율적인 주거환경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하였다.�

창신·숭인 지역중에서행정구역상창신 2동에해당하는지역이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

구로 지정되어,�1990년대 초부터 주차장·마을회관 건립·어린이 놀이터 조성 등 소규모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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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택지

기반시설 계
주택용지 공동이용시설

창신1
(1992.1~2007.6)

34,988.8 1,516.5 12,430.6 48,935.9

창신2-2

(1996.12~2007.6)
670.1 569.0 - 1,239.1

창신3
(2002.12~2007.6)

1,849.4 - 990.2 2,839.6

[표 4-12]�창신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현지개량사업)
(단위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교통 인프라 정비에는 그 한계가 명확했다.�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지구로 지정된 후 시행사업으로점진적으로주거환경을개선할수 있었지만,�[그림 4-41]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열악한 보행환경·협소한 도로로 인한 차량 소통의 문제·불법주차

등 교통문제는 그대로였고 교통관련 사업은 노후도로의 포장과 보수에 그쳤다.�교통문

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이나 사업은 전무했다.

<�협소한 도로> <�교행불가> <불법주차>

<보도환경 열악> <보도폭 협소> <유휴도로>

[그림 4-41]�창신 지역 열악한 교통여건



106�/�도시재생사업의교통부문역할정립방안

2007년에는주민의반대에도불구하고재정비촉진지구로지정되어뉴타운재개발계획에

포함되었다.�2005년과 2006년 사이 주민에게뉴타운구역지정찬반을물었을때 62%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서울특별시,�2013).�뉴타운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4개 촉

진구역으로나누어졌지만,�이 중 1개 구역에서만추진위원회가구성되고,�그 밖의 지역에

서는사업이거의진행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었다.�부동산경기침체와뉴타운의기대심

리 하락으로 인한 결과였다.�

2012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이상이 동의하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다.�전체 사업구

역의 절반 이상을차지하는 구역이 동시에 해제를요청하였고,�뉴타운이 필요로 하는광

역계획을세우기가힘들어졌다.�이에따라 2013년 서울시는전체사업구역 지정을해제하

였고,�2014년에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열악한 보행환경,�협소한 도로,�부족한 주차공간…�교통 인프라 계획 전무

창신·숭인주변지역에는동대문지구단위계획과숭인지구단위계획이각각�수립되어있다.�

동대문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중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1)�불합리한 가로망 정비,�

2)�교통시설확충,�3)�상업활동활성화에따른보행동선확보등을주요내용을하고있다.�

숭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도심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이면도로-간선도로

교차부분 확폭,�2)�청계천에서 주변도로와 보행연계성 향상,�3)�보행자전용도로 계획을

주요 개념으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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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종로구청,�2002,�동대문구역 지구단위계획
종로구청,�2007,�숭인 제1종 지구단위계획

[그림 4-42]�창신·숭인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2014년 창신·숭인 지역이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도시재생지원센터에

서 수립한계획에서는 ‘소통과 배려를통한통합적 재생’을 기본원칙으로세우고 ‘안전하

게 걸을수 있는가로환경’과 ‘쾌적하고 편안한활동공간조성’을 주거환경개선의 기본방

향으로제시하고있다.�기본방향을구현하기위해안전등이나 CCTV설치,�안전지도제작,�

벽면이나자투리땅녹화등을주요과업으로들고있다.�그러나이 중교통문제와조금이

라도 관련이 있는 사업은 보도 및 계단보수,�도로포장면 개선,�안전시설 설치에 그쳤다.�

즉,�도시재생지원센터의계획에서조차지역전반에걸친교통문제를해결하는데필요한의

미 있는 사업이나 계획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노후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에서 교통관련 사업의 부재는 인프라 정비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 부족에 기인한다.�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국가에서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 사

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마중물 사업’이란 은 국가와 지자체가예산을 반씩 분담하여 진

행하는사업으로,�안전한골목길만들기·녹화사업·어린이 공원조성같은사업이 이에해

당한다.�도시재생지원센터 계획에서는 교통 인프라 개선사업을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하

는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다.�그러나 서울시 예산에 노후주거지역 재생에서 인프라 관련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실현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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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숭인 도시재생 기본방향 >

<�주거 환경 개선 세부 계획 >

자료 :�서울시·종로구·창신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2015,�서울형 도시재생 창신숭인 주민설명회 자료

[그림 4-43]�창신·숭인 도시재생계획 기본방향

이연구에서는창신동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지구를대상으로주거지재생에필요한지구교통

계획을수립하고자하였다.�효과적인교통계획을수립하기위해창신동지역의특성을계획에

충분히반영하는것이중요하다.�지역의특성을정확히파악하고교통문제의본질을이해해야

만적절한해법을제시할수있기때문이다.�다음절에서는창신동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지구

의교통인프라를정량적으로조사·평가하여교통문제의성격을정확하게파악하고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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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교통 인프라 평가

창신동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지구에는열악한보행환경과불법주차,�안전문제와지형에따

른문제등이무질서하게섞여있다.�교통인프라현황을파악하기위해현장조사와데이터

분석을병행하였다.�아래 [표 4-13]�와같이도로환경·주차환경·안전시설·방재로나누어다양

한 지표를 산출하고 현황을 정리하였다.�

부문 부문별 지표 지표 산출방법

도로

환경

도로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도로에서 2m�폭,�3m�폭단위로도로
비율 산출

교행가능 여부 �도로폭별 교행가능한 도로 비율

연결성
지표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 비율 =�막다른 링크/�전체 링크 수

4방향 교차로 �4방향 교차로 비율 =�4방향 교차로/�전체 교차로

링크-노드
비율

�링크-노드 비율 =�링크 수/노드 수

주차
환경

공급도로 대비
합법/불법 주차 비율

�주거환경개선지구총도로길이
합법불법주차대수

건축물 면적 대비
주차면적 비율

�주거환경개선지구건물면적
주차대수× × 

안전
시설

안전시설 개수 �과속방지턱,�요철포장,�CCTV�현황

방재
소형 소방차

도로 진입여부 판단

․ 주차현황반영한도로 (불법주차포함)에소방차진입이 불가한
필지 표시

․ 소형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최소 도로폭을 3m로 가정

[표 4-13]�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교통 인프라 평가 항목



110�/�도시재생사업의교통부문역할정립방안

- 도로환경

�·�대상지역 내 도로는 대부분 협소하여 6m�이하 도로가 71.6%를 차지한다.

[그림 4-44]�도로폭별 비율

� ·�전체 도로의 49%가�교행이 불가하다.

[그림 4-45]�교행불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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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다른 도로는 전체의 22.3%,�4방향 도로는 15.9%를 차지한다.

지표 개수

4방향 교차로 20개

5방향 교차로 2개

전체 교차로 138개

4방향 이상

교차로 비율
15.9%

<�막다른 도로 > <�4방향 이상 교차로 비율 >

[그림 4-46]�막다른 도로 및 4방향 이상 교차로 비율

� ·�노드 대비 링크(링크/노드)�비율은 1.11로 나타났다.

구분 링크/노드 비율

� �7/8=0.88

� �9/8=1.13

� �18/12=1.50

<�링크/노드 비율 > <�링크/노드 연결성 비교 >

[그림 4-47]�링크/노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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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환경

�·�주차 가능한 건축물은 전체의 14.8%�,�주·야간 구분 없이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 � �

구분 내용

해당지역

총 건축물 면적
32,224.4㎡

주차
면적

건축물
주차대수

247대

면적환산 3,705㎡

주차면적 비율 14.8%

<�건축물 주차공간 > <�총 건축물 면적 대비 주차면적 비율 >

[그림 4-48]�건축물 주차공간

� � � � � � � �

<�건축물 주차 :�주간 > <�건축물 주차 :�야간 >

[그림 4-49]�주간 및 야간의 건축물 주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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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차(243대)가�합법주차(거주자 우선주차 72대)보다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거주자 우선주차 > <�불법주차 >

[그림 4-50]�합법주차(거주자우선주차)/불법주차 현황

- 안전시설

�·�속도저감시설은 방지턱·요철포장만 있으며,�공공 CCTV는 7개만 설치되어 있다.

� � � � � � � � �

<�속도 저감시설 > <�CCTV�현황 >

[그림 4-51]�속도저감시설/CCTV�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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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

�·�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지구내필지중약 34%�지역에소방차가접근하지못하여지역

의 1/3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번

�소방차 진입불가
:�6.46-4.0m(양측주차)�=�2.46m

2번

�소방도로 진입불가
:�6.46-4.0m(양측주차)�=�2.46m

3번

�소방도로 진입가능
:�6.46-2.0m(편측주차)�=�4.46m

4번

�소방도로 진입불가

:�6.46-4.0m(양측주차)�=�2.46m

자료 :�1,2번 그림 :�다음 로드뷰

[그림 4-52]�화재 위험 노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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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대상지인창신동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지구의교통인프라를정량적으로조사·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교행이 어려운 협소한 도로가 대부분

- 주차수요에 비해 건축물과 도로 위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

- 지역 전체에 불법주차가 만연

- 잘 연결되어 있지 않은 가로망

- 차량 속도 저감시설 부족하여 보행안전 위협

- 잠재적으로 화재위험에 노출

창신동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는 골목길을자동차가 점령하여 걷기 ‘힘든’�거리가 되

었고,�보행자와차량이얽히고설켜아이들이마음놓고뛰어놓을장소도부족하다.�또한

불법주차가 협소한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많아서,�화재가 발생했을 때응급차량

의진입이 어려워질수있고화재피해가크게확대될수있는여지가매우크다.�그러나

현재로서는 불법주차로 인해 적절한 방재대책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의 교통현황을 살펴보면,�이 지역이 안고 있는 교통문

제의 본질은 바로 불법주차인 것을 알 수 있다.�불법주차로 인해 안전한 보행이 힘들고

아이들의놀이터이자주민들의소통의공간이었던골목길이사라졌다.�불법주차차량들이

지역전체를잠재적인화재위험에노출시키고있기까지하다.�소방방재청에서는매년주

택가 화재가 크게 번지는 원인 중의 하나로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꼽고 있다.�다음 [표

4-14]에는 불법주차로인해주택가화재가확대된 실적을보여준다.�즉 교통문제를안고

있는노후주거지역은그간의도시재생성과가한순간에물거품이될수도있는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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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건수

2010 6

2011 8

2012 10

2013 5

2014 7

자료 :�국토연구원,�2015,�서울시 주거지 주차정책 현안과 과제,�주차정책 교육자료.

[표 4-14]�이면도로 불법주차로 인한 연소확대 사유(소방차량의 현장진입 지연)�건수

사례연구의 대상지역이 아니라도 불법주차로 인해 비슷한 문제를 않고 있는 노후주거지

역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은평구 녹번동 > <�강동구 천호동 >

<중랑구 면목동 > <�구로구 구로동 >

[그림 4-53]�서울시 노후주거지역 불법주차 현황

노후주거지 주차문제는 1990년대부터 주거지 재생의 지속적인 이슈였다.�1990년대에 시

행했던 지구교통개선사업에서도 주민들은주차공간의 확충을 가장많이 요구했다.�13개

사업구역을 조사한 결과,�지구교통개선사업의 여러가지 계획항목 중에서 주차공간의 확

충을요구하는주민이가장많았고(26%),�그다음으로교통안전시설설치(21%)와 노상주

차공간주·박차선정비(21%),�불법주차단속(21%)이 뒤를이었다.�그러나실제로주차와

관련된 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없었다(금기정&박민호,�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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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기정&박민호,�1999,�지구교통개선사업의 사전·사후 평가를 통한 문제분석 연구

[그림 4-54]�지구교통개선사업 주민의견

도시재생이란물리적환경개선과함께사회적인측면까지아우르는도시정책의 기조이다.�

그러한맥락에서주차문제는아래 [그림 4-55]와 같이 공동체활성화를저해하는대표적

인 이웃간 분쟁의 소지가 되며,�도시재생의 노력과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 [사례 1]�주차불만에 ‘차량 페인트 낙서’…

�한 60대남성이 비좁은주택가골목에양측으로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불편을느껴,�여러 대의 차량에스프레이 페인트를
뿌림

� [사례 2]:�주차문제로 다투다 ‘살인’까지…�

�경기도 부천에서는 40대 김모 씨가 30대 자매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두 사람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함

자료 :�사례1�:�MBC�이브닝 뉴스,�2015.9�/�사례2� :�YTN뉴스,�2014.11

[그림 4-55]�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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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문제를해결하지않은도시재생의 성과는하루아침에물거품으로변할수있는 ‘사상

누각(沙上樓閣)’과 같다.�노후주거지역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불법주차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지구교통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

4)�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지구교통계획은 주차문제에 초점

주거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차공간을 공급하는 방법을 포함하여,�주차수

요관리,�기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주차공유 등 다양한 방안이 존재한다.�

[그림 4-56]�주차문제 해결방안

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의 주차문제를 대상으로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주차공간 공급

�·�새로운주차공간을만드는방법은노상과노외에주차공간을공급하는방법으로나뉜

다.�현재창신동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에서주차공간구획이가능한도로는이미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운용하고있다.�그 외 도로는주차공간을제공할만큼은폭원이

넓지않지만,�교행이가능한도로를일방통행으로운영체계를변경하여노상주차공간

을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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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지역내 공지나 공공소유의 부지를 활용하여 노외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지하에주차공간을마련하는방법은비용이많이들어 지상주차장을건설하거나기계

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된다.�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 담장을

허물어주차공간을마련하는그린파킹사업도시행하고있다.�그러나창신동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지구의 주택은 담장 없이 도로변을 향해 열려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주차수요 관리

�·�불법주차는주차가능공간보다주차수요가많아생겨나는문제로,�이론적으로는요금

조정등의수요관리정책을통해어느정도해소할수있다.�그러나서울시에서는 1996

년 거주자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한지 20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요금인상을 단행하지 못

했고 현재로서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그만큼 주거지에서의 주차요금 조정은

큰민원을발생하게하는이슈이다.�차고지 증명제나자동차등록제등을시행하여주

차수요를줄여나가는방법이주거지주차문제를궁극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향이라

고할수 있으나,�이는 장기적으로서울시 전체의주차정책의 방향을재설정하여 추진

해 나가야 할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주차공간 공유

�·�대상지역내에기존주차공간을시간대를달리하여공유하면주차공간을효율적으로이

용할수있다.�이러한방안도어느정도주차문제를경감시킬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

다.�그러나현황조사에서나타났듯이,�창신동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지구에는단 14.8%

의 건물에만 부설주차장이 있고 그마저도 높은 비율로 점유되고 있다.�

창신동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지구에서는위에서검토한대안중에서,�현재차량이교행하

고 있는도로의운영체계를 일방통행으로 변경하여 노상주차장을조성하는방법과신규

로 주차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발굴하여 노외(지상)�주차장을 건설하는 두 가지

방법이가장현실적이다.�기존 도시조직과가로의구조를최대한변경하지않고주차문제

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도시재생의 개념과 기본적인 방향과도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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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도시재생에서또하나의중요한방향은공공의지원하에주민공동체가주도하여

해법을 만들어야한다는 점이다.�그렇게 했을 때 지역의 특성을충분히 반영한효과적인

주차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그러나 사례연구 대상지역인 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만하더라도하나의주민공동체가주차문제의해법을제시하고관리하기에는지

역의면적이 너무넓다.�따라서대상지역을토지이용이나교통행태의특성에따라소규모

블록으로 구분하고,�블록별로 주민공동체가 주차관리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즉 소규모 블록을 지정하여 블록 내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주차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만큼 주민들도 블록별로 주차문제를

관리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블록별로 주차를 관리하는 방안은 과거에도 제안되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2).�노

후주거지역의 일반적인특징을고려한구체적인블록별주차관리방안도있었다.�서울특별

시의회에서는 노상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블록별로 주차를 관리하고 중앙에 노외

주차장을만들어 외곽에서 주차장까지 연결하는도로만차량에게개방하는계획을제안

한 바 있다.�스마트 파킹(Smart�Parking)이라 명명한 이 사업은 기계식 주차장을 적극

활용하고,�불법주차단속을병행하여보행전용구역을조성하는것을골자로하고있다(서

울특별시의회,�2012).�

자료 :�서울특별시의회,�2012,�서울시 주택가 주거환경을 고려한 공영주차장 설치방안.

[그림 4-57]�스마트 파킹 사업(공영주차장 설치 통한 생활도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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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식> <미니로터리식> <퍼즐식>

자료 :�서울특별시의회,�2012,�서울시 주택가 주거환경을 고려한 공영주차장 설치방안.

[그림 4-58]�스마트 파킹 사업(기계식 주차장)

- 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지구교통계획 기본방향

�·�위에서검토한결과를바탕으로,�창신동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지구의 지구교통계획을

수립하는 3가지 기본원칙을 정립했다.�

� �원칙 1:�블록별 주차관리

토지이용과 교통행태를 고려하고 주민공동체가 원활하게 꾸려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

록충분히작게블록을설정하며블록내부에노상주차공간과신규로노외주차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를 발굴한다.�

� �원칙 2:�도로별 서비스 기능 구분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한다.�전체 골격을

이루는도로중블록별로교행이가능한도로의운영방식을일방통행으로변경하여순

환도로를제공하고노상주차공간을마련한다.�토지이용특성에맞게블록별로조업주

차공간과 이륜차 주륜공간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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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3:�생활권 가로는 보행자 우선

노상주차공간을제공한도로와지역의핵심네트워크를이루는도로를제외하고,�지역

전반의세가로는거주자차량에게만진입을허용하거나차단하여보행우선구역으로조

성한다.�보행우선구역은주민들의안전하게소통할수있는공공공간으로기능할수있

도록곳곳에휴식공간을도입한다.�주민의안전과편의를위해차량의속도가시속10km

를 넘지 않도록 ‘Zone�10’으로 지정하고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그림 4-59]�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지구교통계획 기본원칙

- 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지구교통계획

위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대상지역을 토지이용에 따라 다음 [그림 4-60]과 같이 5개

의 블록으로 나누었다.�도로의 폭원을 고려하여 총 4개의 일방통행 순환도로를 구상하

였고,�각�순환도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를 관통하는 도로인 ‘창신길’을 포함

하도록 계획하였다.

블록마다토지이용의특성이상이하여다양한교통행태가드러난다.�이를테면,�남쪽에위

치한 ‘블록 5’는 주거와 봉제공장이 밀집하여 거주자를 위한 주차수요와 함께 물류기능

을 하는 이륜차의 통행이 많다.�반면 ‘블록 3’은 도로변에 소규모 상가들이 위치해 있고

배후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어,�거주자 주차수요가 크고 조업차량을 위한 공간이 필요

하다.�블록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토지이용과 교통행태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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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구분 > <�5개의 블록 설정 > <�4개의 순환도로 >

:�상가 (1)�[주거+공장]:·소규모 공장
·�관통도로는 양방통행
·�그 외 도로는 일방통행

� :�주거 (2) [주거]� ·아파트,�공공시설

� :�공장,�주거 (3)
[주거+공장+상가]
:�소규모 상가

� :�상가,�주거 (4) [주거]� :�다세대 주택 밀집

� :�공장,�상가,�주거 (5)
[공장+주거]
:�봉제공장,�오토바이 다수

[그림 4-60]�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블록구분 및 순환도로 지정

블록별로구상한순환도로의길이와신규주차공급이가능한부지의 면적을고려하여총

공급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산정하였다.�단 순환도로에서 구간마다 폭이 변화하므로 일

방통행으로운영체계를변화시키더라도노상주차공간을제공할수없는구간도존재한

다.�노상 주차공간 중 블록별로 약 12개면은 상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업전용

주차공간으로 계획하였다.�노외 주차장을 만들 여지가 있는 부지에는 5층 구조로 약 10

대의차량이주차가가능한지상기계식주차장을설치한다고가정하였다.�블록별로교통

계획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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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1:�주거와 소규모 봉제작업장 혼재

블록 1은주거와소규모작업장이섞여있는곳이다.�어린이공원과다세대주택후면

에부지가존재하여노외(지상)�주차장을공급할수있는여지가있다.�주차면산출결

과 자동차 86대가 주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노상주차(자동차)
노외주차
(지상기계식)

소계

거주자 조업
창이어린이
공원

로또맨션

도로길이

기계식주차
202m 72m 3개 1개 -

주차면수 34면 12면 30면 10면 86면

주 :�자동차 주차면 6×2.3(㎡),�오토바이 주차면 1.25×2.3(㎡)로 가정
기계식 주차장은 5층 구조로 1개당 10개면 가능

[표 4-15]�블록 1�주차면수 산출

[그림 4-61]�블록 1�주차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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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2·3:�소규모 상가 밀집·배후 주거지

블록 2와 블록 3은 도로변에 줄지어 있는 상가들과 배후 주거지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공공시설인 동부여성문화센터의 주차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전제로노외 주차공

급가능 면수를 산정하였다.�주차면 산출결과 자동차 83대가 주차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

구분
노상주차(자동차)

노외주차
(지상기계식) 소계

거주자 조업 동부여성문화센터

도로길이
기계식주차

245m 72m 3개 -

주차면수 41면 12면 30면 83면

주 :�자동차 주차면 6×2.3(㎡),�오토바이 주차면 1.25×2.3(㎡)로 가정
�� � �기계식 주차장은 5층 구조로 1개당 10개면 가능

[표 4-16]�블록 2·3�주차면수 산출

[그림 4-62]�블록 2·3�주차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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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4:�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한 주거지역

블록내에서주요도로를일방통행으로변환하여순환도로로지정했을때,�노상주차

공간을 구획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하였다.�그러나 아래 [그림 4-63]에서 나타낸 바

와 같이 계단으로 자동차 통행로가 끊겨져 있는 구간이나 막다른 골목이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순환도로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로개설이나 정비가 필요하다.�

교회 부지에공지가존재하여기계식주차장을설치하는것을가정하였다.�주차면산

출결과 자동차 155대가 주차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노상주차(자동차)

노외주차
(지상기계식) 소계

거주자 조업 제일교회 옆 제일교회 뒤

도로길이
기계식주차

198m 72m 3개 8개 -

주차면수 33면 12면 30면 80면 155면

주 :�자동차 주차면 6×2.3(㎡),�오토바이 주차면 1.25×2.3(㎡)로 가정
기계식 주차장은 5층 구조로 1개당 10개면 가능

[표 4-17]�블록 4�주차면수 산출

[그림 4-63]�블록 4�주차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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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 5:�봉제공장이 밀집한 공업지역과 주거지

가장남쪽에위치한블록 5는봉제공장이 밀집해 있어 물류통행을하는 이륜차의 통

행이 빈번하다.�주거지가 위치한 서쪽에 기존의 거주자우선주차공간을 유지하고,�일

방통행순환도로의 일부구간을이륜차의주륜공간으로계획하였다.�주차면산출결과

자동차 25대,�오토바이 52대가 주차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노상주차
(자동차) 노상주차

(오토바이)
소계

거주자 조업

도로길이
기계식주차

73m 78m 65m -

주차면수 12면 13면 52면 77면

주 :�자동차 주차면 6×2.3(㎡),�오토바이 주차면 1.25×2.3(㎡)로 가정
기계식 주차장은 5층 구조로 1개당 10개면 가능

[표 4-18]�블록 5�주차면수 산출

[그림 4-64]�블록 5�주차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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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지구교통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면 총 349개의 주차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앞서 대상지역의교통인프라조사결과에서,�거주자우선주차차량 72대와불법

주차 243대까지총 315대의 주차수요가있었다.�즉 주차공급에초점을맞춘지구교통계

획으로 주차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

구분
블록 1 블록 2·3 블록 4 블록 5 총계

거주자 조업

노상
주차

자동
차

거주

자

120면

(718m)

34면

(202m)

41면

(245m)

33면

(198m)

12면

(73m)

조업
49면
(294m)

12면
(72m)

12면
(72m)

12면
(72m)

13면
(78m)

오토바이
52면
(65m)

- - -
52면
(65m)

노외주차

(지상 기계식)
180면 40면 30면 110면 -

소계
자동차 349면 86면 83면 155면 25면

오토바이 52면 - - - 52면

주 :�자동차 주차면 6×2.3(㎡),�오토바이 주차면 1.25×2.3(㎡)로 가정
기계식 주차장은 5층 구조로 1개당 10개면 가능

[표 4-19]�블록별 공급가능 주차면수

� ·�Zone�10:�차량 진입·관리하여 생활권은 보행우선구역으로 운영

위와같이 블록별로주차문제를해결할수 있다면 그밖의 생활권은보행우선구역으

로 조성한다.�교행하던 도로를 순환도로로 지정하여 일방통행으로운영하게 되면 지

역 주민들에게불편을 끼치게 된다.�그럼에도불구하고불법주차를제거하는주요한

목적중하나는생활권을안전한주민들의삶의 터전으로되돌려주기 위함이다.�생활

권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조성해야만 주차관리방안의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

차량 진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주요 진입로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차량 허용속도를 시속 10km로 낮추어 ‘Zone�10’으로 규정하고 교통정온화 기법을

도입하여보행안전을증진한다.�위의 지구교통계획에따라블록별로주차를관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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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를해소할수있고,�보행우선구역은공동체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공공공

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것이다.

[그림 4-65]�생활권 보행우선구역 정비방안

� ·�공유주차공간 :�공동주택 재개발 과정에서 공유주차공간 위해 인센티브

현재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지구내에5~8층의공동주택9개동이위치하고있다(블록2).�

향후 이 소규모공동주택단지를리모델링하거나재건축할시점이도래할것이다.�이

때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추가 용적률이나 재건축

과정을간소화해주는형태의 인센티브를생각해볼수있다.�현재는지하주차장이없

어서,�적절한 인센티브가주어진다면 주차공간을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고 볼 수 있다.�위에서 제시한 노상·노외 주차공급방안이 단기적인 해결책이라면,�이

러한 공유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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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6]�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공동주택 주차환경

� ·�필지매입이나 환지방식으로 대토를 얻어내 주차공간 최적의 위치 확보

현재지구교통계획에서는지역내공공부지나공원등활용가능한공지위에노외(지상)

주차장을구상했다.�따라서주차공간까지접근하는도로는차량통행을허용해야한다.�

그러나 차량의 진입을 관리해서 생활권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정비하는 지구교통계획의

주요목적과는상반된다.�또한 지역의 거주자를위한주차공간의최적 위치는지역내

부에 위치한 필지가 아니라,�지역으로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나 순환도로 주변이다.�

최적 위치에주차공간을확보하기위해서두가지방식이가능하다.�첫째,�서울시에서

최적위치의 필지를매입하여노외주차장을만드는방식이다.�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주차시설을위해투자할수있는예산의근거를마련하거나,�서울시에서교통인프라

정비를 위해 별도의 예산을확보하여 가능할 것이다.�둘째,�주차공간 최적 위치의 필

지와 지역 내 공공부지를 환지(換地)하여 민간 소유자에게서 대토(代土)를 얻어내고

지역내공공부지에민간개발을허용하는방법이다.�이 때용적률인센티브를부여하

면 거래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이러한 환지 및 필지의 신규매입 방식은

공동주택재개발에서주차공간에부여하는인센티브계획과함께장기적인대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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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림 4-67]�환지방식에 의한 주차공간 조성 방안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 나눔카 활성화

대상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불법주차가 심각하다면,�매일 주차공간을 찾아야

하는주민들도불편을겪고있음에틀림없다.�자동차를소유하지않고서도차량을이

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면 주민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

맥락에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눔카’�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서울시는

2013년부터 나눔카사업을 시행하여 약 850개의 지점에서 1,816대의 차량을대여한

다.�현재 회원가입자수가 35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연구에서노후주거지역에널리펴져있는연립주택거주자가전체나눔카사용자

의 40%로나타났고,�연립주택에거주하는주민이나눔카를사용하면보유한차량을

처분할경향이증가한다는분석결과를도출하였다(서울연구원,�2014).�창신동주거환

경개선사업 시행지구와 같은 노후주거지역에 적극적으로 나눔카를 도입하면 자동차

소유를 줄이는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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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주민공동체가 계획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

위에서제시한창신동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의 지구교통계획은교통전문가의 시

각으로 수립한 계획이다.�실제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주민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여

계획을세우는것이중요하다.�먼저 서울시와주민공동체의 역할을분명히구분할필

요가 있다.�서울시에서는대상지역을 토지이용의 특성에따라 블록으로구분하고블

록별로 주민위원회 설립을 유도하여 주민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수행한다.�그리고블록별로주차문제에초점을맞추어현실적인교통계획안을제시한

다.�주민공동체는블록별로구성된주민위원회를구심점으로계획안에대하여논의하

고 주민투표와 같은 절차를 거쳐 지구교통계획을 완결한다.�

[그림 4-68]�지구교통계획 주민참여 방안

도로의 운영체제를 일방통행으로 변환하는 과정만 생각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하는사항이많다.�순환도로의방향이나마을기업같은도시재생앵커

시설과의 연결성,�도로변 상가의 요구,�보차 분리를 위해 연석을 설치할 지,�보차 공존도

로를유지할지등은주민의 뜻에따라판단해야한다.�따라서 성공적인 지구교통계획을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주민참여를 장려하는 수단으로써 새로운 교통규제나 교통운영 방식의 변화,�교통정온화

시설같은물리적장치를도입하기전에장소와기간을한정하여 실제로시도해보는사회

실험 방법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언급했듯이,�해외도시 주거지에서는 도시재생

과정에서주민공동체와관리기관이협력하여사회실험을적극적으로행하고있다.�주민이

참여하는사회실험은공동체구성원들에게지구교통계획의유효성을사전에검증하고평

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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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노후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 지구교통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앞절에서수립한지구교통계획은노후주거지역도시재생사업의한과정으로포함되어야

하고,�지역의 특성을고려하여주민의주도로수립해야한다.�이 연구에서제시한지구교

통계획안은 ‘창신동’이라는지역의특성과분리하여생각할수없으나,�노후주거지역도시

재생사업에서도 필요한 지구교통계획의 일반적인 항목을 보여주기도 한다.�사례연구로

수립한 지구교통계획을 생각해 볼 때,�노후주거지역의 지구교통계획은 주차문제에 초점

을 맞추어야 하고,�3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

첫째,�지역에알맞은주차관리방안을제시해야한다.�이 연구의사례대상지역에서는주차

공급위주의계획을세웠지만,�지역의 토지이용과교통행태등을충분히고려하여다양한

정책수단 중 지역특성에 가장 알맞은 주차관리방안을 계획해야 한다.�

둘째,�생활권 가로는 보행우선구역으로 정비한다.�지구교통계획에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수 있는주차정책을세우는근본적인 이유는주거지의 골목길을주민의생활터전으로

돌려주기 위함이다.�따라서불법주차를제거하여 지역전체에주차질서를확립하고,�생활

권을 Zone�10�보행우선구역으로 정비해야 주차정책의 당위성을 얻을 수 있다.� � � � �

셋째,�교통의 운영방식을 바꾸는 방법과 도로를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기법 등을 적절히

혼용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로를 정비해야 한다.� �

[그림 4-69]�노후주거지 지구교통계획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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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노후주거지역도시재생사업에서는위와같은원칙하에지구교통계획을세우는과정

이정립되어야하겠다.�현재 도시재생사업의진행과정에지구교통계획을수립하는근거를

갖기 위해관련 법률의개정이 필요하다.�서울시에서도주민공동체가충실한계획을수립

할수있도록지원해야한다.�이 연구에서는국가와서울시에각각�아래와같이제언하고

자 한다.� �

- 도시재생 관련 법률 개정

�·�현재 교통 인프라에 대한 계획 명문화 되어있고 교통전문가 참여 가능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에는 지자체의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에관한계획이포함되어야한다고명시하고,�최저수준의기초생활인프라를달성하기

위한계획을 수립해야한다고규정한다.�또한 국가의 도시재생 기본방침을수립하기

위해기초생활인프라현황에대해정기적인실태조사가가능하도록명문화되어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제13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내용)�
� �①�도시재생전략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9.�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10.�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달성을 위한 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장 총칙

제4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①�제4조제5항에따른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한다)의 조사항목은다음각�호와

같다.
�� � �5.�주차장,�공원 등 기초생활인프라의 현황

[표 4-20]�교통 인프라 관련 법률

지자체에서 도시재생사업을수행하기 위해 도시재생위원회나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

성하고 운영할 때에도 교통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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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제10조(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구성·운영)�
� �③�지방위원회의위원은다음각�호의 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 성별을고려하

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 �3.�문화·인문·사회,�교육,�복지,�경제,�토지이용,�건축,�주거,�교통,�도시설계,�환경,�

방재,�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 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③�전략계획수립권자,�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 �1.�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표 4-21]�교통전문가 참여 관련 법률

� ·�교통대책과 교통 인프라 비용은 도시재생사업의 걸림돌로 인식

도시재생사업에서 교통 인프라 계획과 교통전문가의 참여가 법제화되어 있어도 실질

적으로교통기반시설에대한고려는매우미약하다.�일례로도정법에서는도시재생사

업에서 교통영향분석과개선대책을 변경하고자 하여도,�이는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

되어 주민의견청취나 시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①�…�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신청하여야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
경우에는주민에대한서면통보,�주민설명회,�주민공람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

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제1항각�호외의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경미한사항을변경하는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11.�「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따른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등관계법령에의한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표 4-22]�정비계획 변경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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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해야 할 비용은 감면이 가능하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 �②�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도시재생활성화를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
「도로교통정비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하는바
에따라개발부담금,�종지보전부단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교통

유발부담금,�생태계보전협력금,�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환경개선부담금,�기반시
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4-23]�교통 인프라 비용 감면 관련 법률

도시재생 관련 법률에서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교통영향에 따른 대책은 사업

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경감해주어야하는 부담이자 넘어야하는장애물로 인식하

고있는것이다.�그 중에서도주차시설에대해서는별도의조항을마련하여,�도시재생

사업 대상지에서는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설치기준보다 완화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진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장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2조(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②�전략수립계획권자또는구청장등은필요한경우 「주택법」�및 「주차장법」에따른주차
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5장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제7조제2항각�호의 위치에공용주차장의 설치되어 있는경우해당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표 4-24]�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관련 법률

이 연구에서는 노후주거지역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적인 교통문제는 불법주차라고 보았고

주차문제를해결하는것을주요목표로하는지구교통계획을수립했다.�그러나법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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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사업대상지에주차장설치기준을완화하는특례를 적용할수있도록하여,�주거지 교

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 ·�교통 인프라 투자 법적 근거 부재

무엇보다도가장불합리한점은,�도시재생사업에서교통인프라에투자할수있는법

적 근거를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도시재생 특별회계에서 교통 인프라에 투자할

수있는예산항목은전혀없다.�따라서도시재생사업은지자체에서 별도로예산을배

정하지않는한인프라정비를할수없는구조로진행되고있는중이다.�도시재생사

업에 교통전문가가참여할수 있고 교통 인프라 계획을 세우도록 명문화 했지만,�정

작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장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28조(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 �③�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1.�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연구비
��� �2.�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 �3.�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 �4.�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관리 비용
��� �5.�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 �6.�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7.�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 �8.�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 �9.�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 �

[표 4-25]�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출 항목 관련 법률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주차시설을포함한교통인프라를정비하는데투자할수있도

록법개정이필요하다.�교통시설을구축하는데보조금및저리의융자도인프라정비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특히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현재 주차장법 기준을

완화할수있도록한특례는재고되어야한다.�노후주거지역의 교통문제를해결하려

는 노력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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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정책 제언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 계획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이슈 제기 필요

2015년 11월 현재,�서울시는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하는과정에있다.�전략계획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수준의 계획으로,�도시기본계

획과생활권계획의내용을반영하여수립한다.�따라서노후주거지역의도시재생사업

에서합리적인 지구교통계획을수립하고,�이를 성공적으로추진하기 위해서는도시기

본계획과 생활권 계획에서 이미 노후주거지역의 교통문제를해결하려는 강한 당위성

이 제시되어야 한다.�

자료 :�서울시,�2015,�2025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추진방향,�도시재생전략계획 주민공청회 발표자료

[그림 4-70]�도시재생 계획체계와 서울시 도시계획체계

앞장의해외도시사례에서 검토한바와같이,�일본 도시에서는지구교통계획의합리적인

기본방향을정립하고구체적인계획안을제시하여도시재생의또다른이름인 ‘마을만들

기’의 탄탄한기반으로삼고있다.�일본도시에서 이렇게할수있는것은상위의계획에서

노후주거지역과관련된 이슈를제기하여 하위단계의 계획으로내려오면서 점진적으로구

체화시켰기 때문이다.� �

일본의 도시계획 체계를 도쿄도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같다.�[그림 4-71]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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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본계획과같은 최상위에 ‘도쿄도 도시 만들기 비전’을 수립하고,�서울의 각각�권역

생활권과지역생활권계획에해당하는 ‘도시계획구역의 정비·개발 및보전방침’과 ‘구·시·

정·촌 마스터플랜’을 만든다.�상위의 계획에서 제시된 명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가장 하

위단계인지구단위에서시가지재개발사업계획이나지구계획을세우게된다.�구체적인내

용을 계획위계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4-26]~[표 4-27]과 같다.� �

<�도시정비방침 :�세타가야구 > <�지역정비방침 :�타이시도 2·3�정목지구 >

[그림 4-71]�도쿄도 도시계획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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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 세부내용

도쿄도

도시
만들기

1
교통시책과

지역의 마을만들기
연계

�생활거점 역 개선 및 무장애화

�마을만들기 제도 활용한 가구 및 도로정비

�신교통시스템 도입

2
보행공간의
정비·확충

�보도의 무장애화,�무전주화로 보행공간 확충

�유비쿼터스기술을활용한정보제공확충하여 보행공간정비

3
사용자/�

환경 친화적인

교통서비스 실현

�철도교통 환승 원활화 및 교통광장 정비

�TDM�시책 도입

�환승주차장,�주차관리 통한 환경부하 적은 교통체계 실현

4
안전하고 질 높은

교통서비스 제공

�ITS�기술 활용하여 정보제공

�공공교통기관 운행시간 연장

�참가·체험·실천형 교통안전 교육

5
도시교통시책종합적/

체계적 전개

�도시교통에 대한 마스터 플랜 수입

�도로와 철도의 연계 강화

�TDM�시책 적절히 조합

도쿄도
도시
구역의

정비
개발 및
보전방침

1
하네다 공항
기능 강화

�하네다 공항 기능 강화와 국제화 추진

�공항기능 발휘할 수 있도록 교통 접근성 강화

2

도로

네트워크
정비

�광역간선도로 네트워크 구축

�도시계획정비방침에 따라 계획적·효율적 정비 추진

�건널목 제거하여 도로 네트워크 형성 촉진

�도로-철도 입체 교차

�주요도로 정비 및 안전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만들기

3
공공교통
네트워크

�통근·통학 혼잡 완화,�접근성 향상,�계획적 철도 정비

�초특급 중앙 신간선 조기개통

�역주변 일체 정비를 통한 역의 교통결절점 기능 강화

4
거점기능

지원

�역의 일체적 정비

�역의 무장애화 및 안전대책 마련

�유니버셜 디자인 시점에서 교통시설 정비 촉진

�LRT,�BRT�등 신교통시스템 검토

�커뮤니티 버스 ,�안내시스템 등 버스이용 편리성 고양

5
물류

네트워크

�도쿄항 정비 추진 통한 항만물류기능 강화

�지역 하역공간 확보,�공동배송으로 도시내 물류 효율

�시가지 중심부 보행공간 개선,�환경부하 경감

�시장,�도매시장 전체의 네트워크 형성

주 :�[계획순서]�도쿄도 도시만들기 ⇒�도쿄도 도시구역의 정비·개발 및 보전방침 ⇒�세타가야구 도시정비

기본방침 ⇒�타이시도 2·3�정목지구 지역정비방침

[표 4-26]�도쿄도 도시계획 위계별 세부내용 (1)�
도쿄도 도시만들기,�도쿄도 도시구역의 정비개발 및 보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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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획 세부내용

세타가야구
교통관련
정비방침

1
공공교통
네트워크

�버스노선 도입,�간선도로 정비 등 공공교통 강화

�연속입체 교차사업 및 커뮤니티 버스 제공

2
보행자,�

자전거 안전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

�자전거 주행환경 확보 및 네트워크 형성

3
각�거점 및

시설연결

�접근성 향상 통한 교통네트워크 형성

�교통결절기능 강화 위한 역광장 정비

�주륜장과 주차장 정비

�커뮤니티 사이클 확충

4
원활한

자동차 교통

�병목 교차점 개선 등 정체완화 대책

�상점가 하역공간 확보

5 교통환경 질 향상
�환경·재난·경관을 배려한 교통기반 확보

�누구나 안전·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기반

세타가야구

타이시도
2·3�

정목지구

교통계획

1 마을의 축 �상업축,�녹지축 설정

2
자동차 서비스

네트워크

�원활한 방재 활동 추진 위한 서비스 도로 정비

�주차장의 계획적 배치로 발생교통 집중화,�상업서비스 향상,�
노상주차 근절 도모

3
보행자
네트워크

�보행자 동선 기본으로 보행자 네트워크 형성

�방재용 녹지대 겸한 녹도는 광장 등 설치

�교통규제 통해 상점가는 보행자 전용의 쇼핑몰화

4
‘길’의

네트워크화

�지구 서비스 보완하는 네트워크 형성

�중점 노선 지정 및 4m�미만 도로 해소

5
관통도로
정비

�주택 재건축시 이전 및 공동화 통해 2방향 피난로

�기존 공지·통로 활용한 관통도로 정비

6
가각전제,�

길모퉁이 개량
�서비스 향상,�안전성 위해 가각�전제 및 커브 개량

7 상점가 정비 �건축선 후퇴,�보도 컬러 포장 등으로 상점가 정비

8 교차로 개선 �시야 확보 안 되는 교차로,�옹벽이나 담장 개선

주 :�[계획순서]�도쿄도 도시만들기 ⇒�도쿄도 도시구역의 정비·개발 및 보전방침 ⇒�세타가야구 도시정비

기본방침 ⇒�타이시도 2·3�정목지구 지역정비방침

[표 4-27]�도쿄도 도시계획 위계별 세부내용 (2)�
세타가야구 교통관련 도시정비기본방침,�타이시도 2·3지구 정목지구 지역정비방침

도쿄도에서 각기 다른 위계를가진 계획의 내용을살펴보면 상위 계획과하위단계의 계획

내용이일관성을갖고연결되어있는것을알수있다.�‘도쿄도도시만들기비전’에서노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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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역교통문제와밀접한관련이있는이슈를포함하도록도시계획기본방향을제시했다.�

기본계획단계에서제시한 ‘보도무장애화’,�‘안전하고쾌적한보행공간정비’,�‘목조주택지역

도시계획도로 정비’�등의 계획방향은,�하위 단계의 계획으로 내려올수록 구체화된다.�

가장 하위단계인 지구교통계획에서는 ‘보행자 네트워크 구축’,�‘길모퉁이 개량’,�‘소방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구도로 정비’�등 사업단위로 세분화 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명시

했다.�이러한관점으로도쿄도의계획체계에따른계획항목을요약해보면 [그림 4-72]와�

같다.�

�

�

[그림 4-72]�일본의 도시계획 단계별 교통 관련계획(채색이 진해질수록 구체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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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현재 2030도시기본계획을완료하고권역별로생활권계획을작성중에있어,�본격

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검토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앞으로 권역별·지역별 생활권 계획을

수립할 때 노후주거지역이 위치한 생활권에서는 주거지 교통문제를 명시하여,�하위의 도

시관리계획에서 사업단위 해결책을반드시 마련해야하는당위성을제공해야한다.�도시

계획체계 내의 위계별 계획이 제대로 정립되면 노후주거지 재생사업에서도 지구교통계획

을 수립하고자 하는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서 교통 MP가�총괄하는 지구교통계획 수립해야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전략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실행계

획이다.�여기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구체화되고 비로소 지역별로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창신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지구를 사례로 제시한 것과 같이

지구교통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는,�노후주거지별로적용할수있는 ‘지구교통계획수

립지침’이 요구된다.�주거지의특성에따라차별화되면서 서울노후주거지역에일관된

정책방향을 고수하기 위해서는 지구교통계획 수립지침이 필수적이다.�서울의 노후주

거지역에 필요한 지구교통계획 수립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도로 유형별 서비스 기능 부여

외부주요도로와 연결하고 지역의 골격을이루는도로와보행우선구역으로 정비해야

할생활권의도로,�그리고이두가지유형을연결하는도로로분류하여각각�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

부문 유형1 유형2 유형3

특성
구역 내 발생 및 도착교통
을외부주요도로로연결하는�
존의 골격이 되는 도로

구역내교통을유형1과연계
하여 주택가에 대한 서비스
기능 제공 가능

차량진입을 관리하고
보행자 전용으로 정비

예시

자료 :�계명대학교,�2013,�지구교통계획 매뉴얼,�pp.24~26

[표 4-28]�도로 유형별 서비스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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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질서 확립방안

주차문제를해결하는여러가지정책수단중지역의특성과상황에가장적합한방안

을선정하여 현실화할수있는전략을제시한다.�주차문제해결은보행친화적인생활

권을 조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주차공간으로 접근하는 도로를 제외하고 차량의

진입을 관리해서 생활권에 보행우선구역을 조성해야 한다.�

[그림 4-73]�주차질서 확립방안

도로정비 방안

유형별로 분류한 도로는 최고속도 규제·자동차통행금지·일방통행 등 기존의 운영체

제를변환하는방법과험프·시케인·고원식 횡단보도설계등교통정온화기법을적극

적으로 도입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로 정비한다.�다음

[표 4-29]~[표 4-31]�와 같이 도로의 유형과폭원에따라적용할수 있는다양한관

리방안을 상황에 맞게 선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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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도로기능
대상 수법 유형1 유형2 유형3

구역
최고속도 30kph�규제

주차금지

도로

구간

대형차 통행금지
보행자도로 X △ △
일방통행 △ △ △

주차(시간,�구간 규제) △ △ X
가로 가장자리 설치/확폭 △ O △

감속마크 O O △
통학로(문자표시) X △ △
횡단보도 O △ △
칼라포장 O O O

교차로

지정방향 외 통행금지 △ △ △
일시정지 △ △ △
점선라인 △ △ X

교차로 십자마크 X △ △

주 :�O� :�설치 적용,�△� :�상황 따라 적용,�X� :�거의 적용 안함
자료 :�계명대학교,�2013,�지구교통계획 매뉴얼,�p.92

[표 4-29]�도로정비 방안(소프트적 기법)

분류 도로기능
대상 수법 유형1 유형2 유형3

도로
구간

험프(사다리꼴/활꼴) △ O △
차도 폭좁힘 △ O △
시케인 △ O O
통행차단 △ O O
주정차 공간 △ △ △

교차로

교차로 입구

험프

유형1�교차 △ O O
유형2�교차 X O △
유형3�교차 X X X

교차로 폭좁힘
유형1�교차 △ O O
유형2�교차 △ O O
유형3�교차 △ △ O

경사 차단
유형1�교차 O O O
유형2�교차 X O △
유형3�교차 X X △

교차로 차단
유형1�교차 X O △
유형2�교차 X X △
유형3�교차 X X X

주 :�O� :�설치 적용,�△� :�상황 따라 적용,�X� :�거의 적용 안함
자료 :�계명대학교,�2013,�지구교통계획 매뉴얼,�p.97

[표 4-30]�도로정비 방안(하드적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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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법

보행자중심도로 자동차중심도로 생활중심도로

4m 6m 8m 6m 8m 10m 12m 6m 8m 10m 12m

안
전
성

쾌
적
성

안
전
성

쾌
적
성

안
정
성

쾌
적
성

안
전
성

쾌
적
성

안
전
성

쾌
적
성

안
정
성

쾌
적
성

안
정
성

쾌
적
성

안
전
성

쾌
적
성

안
전
성

쾌
적
성

안
정
성

쾌
적
성

안
정
성

쾌
적
성

보차분리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노면공유 O O O O O

일방통행 O O O O O O O O O O

양방통행 O O O O O O O O O O

안전책 O O O O O O O O

연석 O O O O

가드레일 O

노면표시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크랭크 O

홀트 O O

이미지홀트 O O

험프 O O

이미지험프 O O O O O O O O O O O O

주차구획선 O O O O O O O O O O O

속도규제(km)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20 20 20 20 20 20 20 20

포장기법변화 O O O O O O O O O

자료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지구도로설계 운영·지침에 관한 연구

[표 4-31]�도로폭원 표준설계안

도시재생대상지유형별로지구교통계획수립지침이만들어지면,�이 지침을가이드라

인으로삼아사업대상지별로지구교통계획을담당할교통계획가(이하MP�:�Master�

Planner)가�필요하다.�현재는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

고사업전반을담당하는MP가�지정되어있다.�그러나교통인프라정비는지역전반

의 물리적 구조와 체계를 살펴볼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여 기존 MP와는 차별화되

어야 하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특별시도시재생활성화및 지원에관한조례’에는 시장이현재도시재생사

업 MP인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임명할수있는조항이있다.�이와함께교통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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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를총괄할MP를 지정할수 있는근거를만들어야한다.�교통 MP는 지구교통계

획의 수립을 총괄하고 주민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견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관리해야한다.�이 과정에서주민공동체가주도적으로참여할수있도록배려

하고,�지역경제와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기반으로서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주민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해야 하겠다.�



05
교통문제�적극적으로�
고려해야�지속가능한�

도시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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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교통문제적극적으로고려해야지속가능한도시재생

1960년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우리나라는세계에서유래를찾기힘들정

도로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그 과정에서 도시화가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서울의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서울시는 늘어나는 인구와 주택수요에 대응하여 대

규모교통인프라사업과함께도시개발사업을추진하였고,�이에따라도시기능과주거환

경을개선할수있었다.�그러나전면 철거방식에 의한개발사업으로인해,�서울은 도시의

결에 켜켜이 쌓인 역사와문화적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똑같은 모습으로 개발된 고층 아

파트나 주상복합건물이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었고,�교통문제·지역공동체 파괴·환경

문제를 야기했다.�

이제는 과거에 누렸던 것만큼 상당한 경제성장의 과실이 열리지 않는다.�부동산 시장도

침체하여뉴타운을비롯한재개발사업을활발하게진행하지못한다.�양적인 성장보다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여,�도시공간의 물리적인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쇠퇴한 지역을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도 갱생하는 ‘도시재생’이 도시정책의 기조로 부상

하였다.�

현재의 도시재생노력은 잃어버린 역사와문화를복원하고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부드러

운’�도시재생에초점을맞추고있다.�그러나교통인프라를포함한물리적환경의개선도

도시재생을이루는중요한기반이다.�그러나실제사업 진행과정에서는적절한수준의교

통 인프라를확보할수 있는효과적인 정책수단이 없다.�결과적으로도시철도 역사와같

은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 전체를 연결해주는 완결된

보행 네트워크나 교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조성한 보행통로등 열린 공공공간을 쉽게 찾

아볼 수 없다.�

노후주거지역의 도시재생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주거지 재생사업은 마을기업을 설립하

고공동이용시설을조성하는사업등에중점을두고있다.�또한기존도시조직이나가로망

을유지하면서필지단위로주택을개량·보수하는등소규모사업위주로추진하기때문에,�

지역전반의교통체계를개선해야하는문제를제대로해결하지못한다.�특히협소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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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불법주차가만연하여 보행환경을악화시키고 이웃간분쟁의 소지로작용하여 공동체

활성화를 저해한다.�무엇보다도화재와같은긴급상황이발생했을때응급차량의신속한

진입을 방해하여 방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잠재적 위험에 지역전체를 노출시키고 있다.� �

교통문제를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도시재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기반시설이 제대로 정

비되어야지역의사회·경제적재생을뒷받침할수있기때문이다.�즉 도시재생사업을추진

할때 교통문제를충분히 고려하여,�지역 특성을반영한교통대책을수립하는 것이 필요

하다.�이 연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도시재생사업 중 ‘저이용·저

개발중심지역’�중 광역교통거점을중심으로한도시거점지역과 ‘노후주거지역’을 주요연

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 연구에서는 도시거점지역의 대규모 복합공간에 대중교통과 보행 중심 교통체계를 구

축하기위해 ‘공간교통’이라는개념을도입했다.�도시거점에서 외부교통체계와연계하기

위한시설,�인공지반에의한보행네트워크,�그리고여러층의보행공간을수직으로연결하

는 시설 등은 공간교통의 개념을 바탕으로 구상할 수 있다.

도시거점지역 재생사업에서 ‘공간교통’의 개념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최근 입법화된

‘입지규제최소구역’에 주목할필요가있다.�이 제도는복합적으로토지를이용하는지역에

사업자스스로공공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요구하는 획기적인 내용을담고 있다.�사업시

행자가 기반시설에 투자한 비용만큼추가용적률로 대체해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하고

있는데,�도시거점지역의 기반시설에는 보행관련 시설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기반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다.�특히 지역 전체를 보행

네트워크를 통해 일체화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했다.�새로 신설된 ‘입지규제최소구역’�제도

만큼은 건물 중심이 아닌 공공성이 높은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활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노후주거지역도시재생사업에서교통부문역할을재정립하고자하였다.�서

울의 대표적인노후주거지중하나인창신동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지구를대상지로선정

하여 교통 인프라 현황을 조사한 결과,�노후주거지역 교통문제의 본질은 불법주차임을

파악할수있었다.�자동차가골목길을점령하여보행자의안전을위협하고아이들의놀이

터이자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생활권이 사라졌으며 잠재적으로 심각한 방재 문제가



152�/�도시재생사업의교통부문역할정립방안

존재하였다.�이 연구에서는 사례대상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법주차를 해소하고 생활권

을주민에게되돌려줄수있는지구교통계획을수립하였다.�향후에도노후주거지역재생

사업을성공적으로이끄는데기여할수있도록구체적인지구교통계획을세워야할필요

가�있다.�도시재생사업에서 지구교통계획 수립절차를 공식화하기 위해 국가와 서울시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도시재생특별법에서교통인프라정비에투자할수있도록도시재생특별회계내에

인프라관련세출항목을만들어야한다.�보조금이나저리의융자도인프라정비에기여할

수 있다.�그리고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서 주차장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특례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도시재생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생활권계획에서제기된이슈를바탕으로수립한다.�따라서도시기본계획과현재작성중인

생활권 계획에서 노후주거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는 강한 당위성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실행계획인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서 사업대상지에 적용할 수 있는 ‘지구교통계획

수립지침’을 세울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한다.�노후주거지특성에따라차별화된교통

계획을만들면서도서울시차원의 일관성을유지하기 위해지구교통계획수립지침을작성

해야 한다.�지구교통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의 MP제도를 보완해야 한

다.�교통인프라정비를총괄할교통MP제도를신설하여,�주민공동체가주도적으로참여

할수있도록지구교통계획수립을총괄해야한다.�교통MP는계획수립과정에서주민공

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 성공적인 도시재생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도시조직을 보존하고 공동체 참여를 장려하는 ‘도시재생’이 도시발전을 이끄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떠올랐다.�그러나지금까지의도시재생노력은사회·경제적측면에치우쳐,�

물리적환경개선에는한계를보인다.�교통 인프라를포함한기반시설을정비하지않는도

시재생은주춧돌없는기둥처럼 지속가능하지않다.�앞으로의도시재생은기존도시를부

정하고전면적으로새롭게만드는방법이아니라,�이 연구에서제안한처방과같은 ‘스마

트’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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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of�Transportation�Planning�for�Urban�Regeneration�Projects�

in�Seoul��

Chang�YiㆍKwang-Hoon�LeeㆍSoon-Gwan�KimㆍShin-Hae�LeeㆍSeongil�Shinㆍ

Wonho�KimㆍSeung-Jun�KimㆍKiJung�AhnㆍGyeong-Sang�YooㆍSangmi�Jeong

�

Starting�in�the�1960s,�the�fast-growing�economy�in�Korea�had�fueled�

the� urbanization� of� Seoul� for� decades.� However,� the� increasing�

population�called�for�new�housing�development�and�transportation�

infrastructure.�The�Seoul�Metropolitan�Government�had�dealt�with�the�

growing�demand�by�building�high-rise�apartments�and�undertaking�a�

large-scale� commercial� redevelopment� projects.� In� doing� so,�

dilapidated�houses�were�demolished�and�the�existing�inhabitants�had�

been� forced� to� leave� and� live� outside� of� Seoul.� Although� those�

strategies�produced�an�improved�built�environment,�it�created�serious�

adverse� effects� including� traffic� congestion,� the� destruction� of�

existing� communities,� and� homogeneous� urban� landscape�

everywhere.�Presently,�however,�urban�regeneration�comes�into�the�

spotlight�among�urban�planners.�This�could,�in�theory,�rehabilitate�a�

declining�area�with�a�serious�consideration�of�economic�and�social�

dimensions,�as�well�as�the�physical�aspect�in�any�redevelopments.�

In�urban�regeneration�projects,�the�physical�dimension�is�still�a�critical�

basis�to�rebuild�a�community�and�revitalize�the�stagnant�economy�of�

a�decayed�area.�There�is,�however,�no�policy�instrument�and�legal�

ground�to�invest�in�transport�infrastructure�in�urban�regeneration�

efforts.�As�a�result,�it�is�difficult�to�find�completed�pedestrian�networks�

established�throughout�transit-centered�areas�or�public�open�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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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ed�to�transit�stations�and�other�key�facilities.�

Many�different�kinds�of�problems�are�prevalent�in�decrepit�residential�

complexes� such� as� inadequate� pedestrian� environment,� narrow�

streets�and�illegal�parking.�In�essence,�we�found�that�many�of�the�

problems�for�the�old�neighborhoods�in�Seoul�stem�from�illegal�parking.�

Problems�with�regard�to�pedestrian�safety�and�the�lack�of�public�space�

for�residents�are�largely�derived�from�too�many�cars�parked�on�the�

streets.�While�demand�for�parking�has�steadily�increased,�there�is�little�

room�for�supplying�parking�spaces�in�old�neighborhoods.�In�particular,�

illegal� parking� creates� a� serious� fire� hazard� since� automobiles�

double-parked�in�narrow�streets�can�block�the�fire�lane.�At�the�time�

of�a�fire,�it�is�certainly�possible�that�illegal�parking�can�result�in�the�

loss�of�lives.

This�study�argues�for�a�greater�role�of�transportation�planning�for�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Seoul.� We� propose� to� apply� the�

concept� of� ‘Spatial� Transportation� Planning’� for� redevelopment�

projects� around� transit-centered� areas.� It� requires� the� accurate�

prediction� of� travel� demand� for� public� transit� and� pedestrians� to�

provide�an�adequate�level�of�transport�infrastructure.�With�the�Spatial�

Transportation� Planning,� it� becomes� more� feasible� to� set� up�

pedestrian�channels�connecting�ingress�and�egress�of�the�core�areas,�

elevated�pedestrian�decks�above�roadways,�and�facilities�connecting�

the�underground�pedestrian�spaces�to�the�ground�level.��

We�need�a�different�solution�for�residential�neighborhoods�that�suffer�

from�an�inadequate�level�of�transport�infrastructure.�As�noted,�the�

essence�of�the�problems�is�the�shortage�of�parking�space.�This�study�

proposes� to� draft� the� District� Transportation� Planning� for� every�

residential�regeneration�project,�with�a�focus�on�parking�solutions.�We�

argue�for�introducing�the�‘Transportation�MP(Master�Planner)’�so�that�

the�MP�can�provide�guidance�to�creating�a�well-drafted�and�detailed�

transportation�plan.�

Most�of�all,�the�current�legislation�with�respect�to�urban�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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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 not� allow� investing� in� transport� infrastructure,� whereas�

authorizing�financial�assistance�for�smaller-scale�programs�such�as�

establishing�neighborhood-based�enterprises�or�repair�work�for�old�

houses.�Therefore,�this�law�should�be�revised�so�that�the�transport�

infrastructure�can�be�improved.�

We�are�confident�that�following�the�recipes�in�this�study�would�lead�

to�the�successful�urban�regeneration�of�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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