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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1)

Low-rise residential blocks are meaningful for cities not only as balanced development and diversity of urban landscape but also as

alternative spaces enabling cities to respond to changes quickly. Also, they are the places of settlement containing dwellers’ lives gradually

evolved. Therefore, the necessity of regeneration policies to maintain and develop low-rise residential blocks has come to the fore. For the

regeneration of low-rise residential blocks in citi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Planing Guideline of Small-Unit Low-Rise Residential

Block’ reflecting residential environment of '1st Common Residential Areas' in Young-dong district, Gangnam-gu.

The direction of low-rise residential block planning is suggested with three steps: 1.Collective housing typology considering residential

density 2.Improvement of architectural institutions reflecting residential environment 3.Combination of buildings considering residential area

land use. In spite of differences in residential environments, Courtyard-type(Block-type) and Rowrise-type(Urban Townhouse) have been

picked as the most suitable collective housing types for small-scale blocks. When collective housing types are applied to the planning of

small-unit blocks, piths of buildings above 1.0H, parking spaces above 1.3 per unit and outdoor space ratio above 40% can be achieved,

which are enough to be encouraged. Based on the results above, this study seeks after combination method of buildings suitable for

residential land use by planning collective housing complexes for each small-scale bl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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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획일화된 고층 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단

독주택에 대한 동경은 도시저층주거지의 새로운 계획방

향을 모색하게 한다.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전면재개발은

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고,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소블록 단위 개발의 필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2009년 이후 도시

주거의 다양성 확보와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

해 소규모 블록형 주거지 계획을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해피하우스, 도시형 생활주택 등 기성시가지의

재생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

분의 정책이 서민주거 안정과 세대수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경제적 가치가 높은 대규모 아파

트 단지로의 재개발을 선호함에 따라 지역의 재개발 시

기를 연기하거나 거부하는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주거지 계획을 위해 적용되고 있는 용도

지역제 및 종세분화 정책은 도시전반의 밀도를 조절하고

관리하는데 유리하나, 광범위한 지역에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재생사업단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정교수,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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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한 것임 : 학위번호 서울대2009(박)0701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의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보

다 세분화된 규모의 ‘소블록단위 집합주거계획방향’을 제

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계획의 전제조건 및 건축계획

방향을 제안하고, 소블록단위 용도지정을 통한 저층주거

지 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인 강남구 영동지구는 서울시 25개구

(區) 중 주거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1)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2,3종의 일반주거지역과 달리 종세분화 정책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당시 슈퍼블록 내 녹지, 공원, 학교, 놀

이터, 교회 등의 근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조성된 지역

이다. 또한 강북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부정형의 불량주

거지인 것과 달리 격자형 주거지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갖

추어져있다. 따라서 저층주거지로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계획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에 의해 수행되었다.

첫째, 도시(저층 주거지)재생, 주거환경, 소규모 재개발,

등 연구와 관련된 국내 외 논문과 관련 보고서 등을 분

석하여 소블록 단위 집합주거계획의 의의 및 계획을 위

한 전제조건을 밝혔다.

1) 서울 서베이(2004)에 의하면 서울시민의 주거 만족지수(10점만점)

는 평균 5.32로, 강남구(6.30), 서초구(6.18), 송파구(5.76)등 강남지역

이 높은 주거만족 수치를 보이는 반면, 구로구(4.81), 금천구(3.97)로

지역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04 통계로 보는 서

울여성’의 통계자료에서도 강남구가 약 53.90%로 주거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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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제에
의한 주거지
관리의 한계

- 평면적 도시계획 분할에 의한 관리
- 인접지역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음
- 획일적인 규제책으로 다양성 저하, 도시경관 악화
- 용도로 지정된 항목내 포함될 수 있는 시설 광범위
- 근린생활시설 중 주거생활과 무관한 시설 다수
- 불법용도변경, 타용도건물에 따른 주거지기능상실
- 개발이익을 위해 종상향 등 민원발생

세대공급
중 심 의
제도변화

- 시민중심의 세대수 확보를 위한 정책
- 인동간격완화 등 지속적인 제도완화로 주거환경악화
- 현실적이지 못한 주차대수
- 저층주거지 재건축/재개발시 획일적인 주거유형적용
: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증가로 열악한 주거지형성
: 획일적인 입면과 평면구성 / 불법개조, 용도변경
- 대규모 단지개발시 주거지 고유의 기능을 상실

표1. 국내 저층주거지 재생의 한계

그림 1. 연구흐름도

둘째, 연구대상지 실

태조사를 통해 대상지

현황을 파악하고자

2010 .01~06까지 현지

답사가 이루어졌고, 이

와 함께 전문가 및 구

청 담당자, 거주민과의

심층인터뷰가 이루어

졌다. 셋째, 제도적 기

준과 계획방향 제안을

위해 통계청과 법제처,

강남구 등 관련 사이

트를 활용하였다.

2. 소블록단위 집합주거계획의 의의

2.1 저층주거지 재생의 한계

저층주거지는 도시의 균형 발전과 도시미관은 물론 변

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대안공간으로서 의미를 갖

는다.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이웃 간의 소통은 물

론 삶(生活)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저층주거

지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계획방

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시의 저층주거지는 용도지역제와

종세분화 정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규제, 계획되어 왔기에

적용규모와 방법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적용될

수 있는 집합주거유형 역시 한정적이며, 거주환경이나 거

주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세대공급 중심의 획일

적인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2) 무엇보다 외부환경의 영향

으로 주거지 용도가 변용되고 있어, 개발양상이 다른 경

우 주거의 다양성 확보는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용도지역제에 의한 주거지 관리의 한계와 세대

공급을 중심으로 변화해온 건축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

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주거지의 세대수를 확보함과 동시에 노

후화된 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소블록단위 집합주거계획방향을 제안하고자한다.

2) 현행법에 따라 소블록단위 집합주거계획에 적용 가능한 주거유형

으로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이 있다. 0.25H 인동

간격으로 300세대 미만에서는 지역의 제한 없이 어느 곳이나 계획가

능하다. 이로 인해 기존의 저층주거지가 더욱 열악해질 우려가 있다.

2.2 ‘소블록단위 집합주거계획’의 정의

저층주거지가 주거지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기존 거

주자가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전면개발이 아닌 소규모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는 오랫동안 연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그러나 소규모라는 개념이 연구자에 따라 일치하지

않으면서 소단위, 소형, 블록단위, 가구단위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소블록 단위’ 계획을 먼저 정의하고자 한다.

표2. 소규모 주거지 재생에 관련한 용어의 정의3)

연구자 관련어 내용 규모

양윤재

외2

소 단 위
적 응 형
재 개 발

개별토지 소유주나 소수 토지소유자들이 주
체가 되어 점진적 개선을 하는 지역갱신형
재개발. 기존도시와 맥락을 보전하며 토지소
유자 자력에 의한 개발을 유도

수개

소블록

 42,000m2

서울시

정개발

연구원

블록단위
정 비

시가화된 주거지에서 이미 형성된 가로(街
路)와 가구(街區)를 유지활용하면서 블록(가
구)단위로 주거지를 정비하는 방식

수개소블록

10,000 ~

105,000m2

가구단위
주 거 지
정 비

주변지역과 정비구역내 도로 및 토지이용을
연계, 층수제한이 필요한 지역. 주변지역에
적응하면서 공동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
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구단위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주거지 정비

개별필지

소블록

가구단위
주택단지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의해 기 형성된
필지 및 가구를 합병하여 수개의 개발단위로
나누어 일시적으로 개발하거나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개별필지

소블록

서수정

외1

소 필 지
밀 집 형
주 거 지
공간관리

기존 도시공간구조를 유지하면서 소단위정
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비여건을 개선
다양한 위계의 주거지 공간구조 정비

 71,000 ~

310,000m
2

유사용어로 소단위 적응형 재개발, 블록단위 정비계획,

소필지 밀집형 주거지 공간 관리방안 등이 있다. 제안 방

향은 본 연구와 유사하나 대상지 규모 측면에서 차별성

을 갖는다. 선행연구의 적용사례의 면적은 1ha(10,000

m
2
)~31ha(310,000m2)로 매우 광범위하며, 수개의 소블록

이 결합된 형태의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 제도

를 크게 수정하지 않고 즉시 활용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확대했거나, 적용대상지가 노후 불량주거지역으로 전반적

개선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동일한 종

의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주거지 환경에 따라 다른 양

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기존주거지 특성을 고

려한 ‘소블록단위 계획방향’이 제안되어야 한다.

표3. 소블록단위 집합주거계획의 정의

소블록

- 개별필지가 가로(街路)등으로 인해 구분 없이 수개가 연계
- 가로로 둘러싸여 있으며, 건축이 가능한 필지가 연계
- 기존 주거지 고유의 특성을 유지
- 거주자 자력이나 토지소유자의 합의에 의한 합필개발

소블록
단위
계획

- 하나의 소블록 단위 계획이 선행된 후 점진적으로 소블럭이
연계되어 도시경관 및 주거지 환경을 개선
- 주거지 고유 특성을 유지하여 기존 거주자의 지속거주유도
- 주민 자력형, 지역 기반형(다양성과 주거지 특성이 확보)
- 소규모 자본, 로컬시행자를 통해 주거지 재생이 가능
- 계획방향을 ‘소블록단위 집합주거단지계획’으로 한정

3) 양윤재외2, ‘소단위적응형재개발수법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1,

n.1, 2000. pp.13-15/임희지외1, ‘지역적응형 가구단위 주거지 정비방

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임희지외2, ‘도시형타운하우스를

도입한 블록단위 정비모델 개발 및 실현방안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

원, 2009/서수정외1, ‘기성주거지 공간관리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정비

방식 다양화 방안’, AUR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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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방식 관련기구/재원조달

성미산마을
(1994)

커뮤니티 중심
마을가꾸기

교육중심 커뮤니티, 마포두레 생협
(사)마을과 사람의 대표단체

지역주민 자체조달

광주북구
(1995)

센터지원형
관주도 운영형

주민자체협의회, 민간단체,전문가활용

행정기관 지원

경북 영주
관사골
(2005)

거점확산 정비사업
주민주도/공공사업

MP Team, 주민커뮤니티(사회경제적 지원
팀, 주민협의회)마을만들기 학교

포괄적 공공지원

경북 상주
낙양지구
(2005)

거점확산
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주도/공공사업

MP Team, 주민협의회, 주민감담회

-국가/지자체:기반시설 정비 비용 지원
-주민주택개량 융자지원/소액기금모금

서울시
마을만들기
(2008)

지자체지원형
개별부서중심사업

도시계획부서총괄/주민주도(마을코디네이
터,마을협의회, 마을협의회장)

지자체 지원

강릉시
지원센터
(2008)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사업
센터지원/위탁운영

- 지원센터 : 운영위원회,행정,시민등
- 거버넌스체계 : 강릉시,지역주민 등

전담부서를 통한 재정지원

성북구
삼선4구역
(2009)

주거지 정비사업

기획팀(녹색사회연구소+성북주거복지센
터), 한국도시연구소, 해비타트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시설정비)
공공지원, 사회부조

3. 소블록단위 집합주거계획을 위한 전제

소블록 단위 주거지 재생은 주거지 고유의 특성을 유

지하고 거주자의 지속적인 거주를 유도하여, 이웃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다양성 확보와 소

규모 자본으로의 재생 역시 장점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를 위해서는 주거지내 기반시설이 먼저 확보되어

야 하며, 주체간 협력체계 및 재원확보가 원활하게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소블록단위 집합

주거의 계획방향 제안에 앞서 소블록단위 주거지 재생을

위한 전제조건을 정리하고자 한다.

3.1 주거지 재생을 위한 기반시설지원

1950년대~1970년대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 조성된

노후 단독주택지와 중・저층 연립주택지구의 경우 협소

한 도로, 상하수도 시설정비의 미비, 다가구 거주에 의한

과밀현상 등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전년보다

78.9% 증가한 64천호로 연립 단독주택과 함께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 서울시 지분나누기 대책시행(2008.7) 이전의

집중개발과 기반시설 부담금 폐지(2008.3)등 규제완화의

효과로 볼 수 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제도적 완화로

더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기반시설정비 없는 필지단위로 재건축이 행해

질 경우, 노후주거지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중심의 난개발

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을 위

한 소블록단위 재생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구의 협조를

통한 기반시설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8년 9월 25일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서는 시행령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와 제

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

의 지정기준) 등을 통해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될 때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두었으나, 각 항을 두어4) 그 규

모가 크고 경계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등 소블록단위 개

발에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외에도 단독주택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피하우스

시범단지(1,000~3,000세대규모)와 같은 서비스 지원방안

이 모색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휴먼타운 조성사업 등

을 통해 단독주택 밀집지역(50,000m2내외)과 다세대・다
가구주택 밀집지역(100,000m

2
내외)이 주거환경 관리를 받

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저층주거지의 소블록 현황을 살펴

보면, 단독주택보다는 다세대・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이 다

수이고, 이 경우 주거환경관리 등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00,000m2 내외여야 하는데, 실제 1개 블록(8~15필지 내

외)의 면적의 합이 약 3,300~5,000m2으로 소블록이 2~3

개 이상 결합되지 않으면, 정비사업의 혜택이나 관리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4)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최소 100,000m2 이상이 되도록 지정, ②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 예상되는 지역은 하나의 단위구역

으로 묶어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③ 경계는 도로,하천,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따라서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3,000m
2~10,000m2사이의

소블록 단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나 지구단위

계획의 개선, 구조례 등의 활용을 통해 정비계획 및 기반

시설설치계획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정부의

설치비용보조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현재 도시주거환경정

비법 및 시행령,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적

용범위 및 기준내용변경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5)

3.2. 사업 주체간의 협의체 마련

주거지가 거주민의 삶을 담고, 그들이 가장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생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거주민이 자력으로

주거지를 재생시키고 보존하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소블록단위로의 재생은 대규모보다 경제적 이

익이 적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대한 가치평가가 경제적

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거주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단체의 주도적인

활동과 더불어 행정 시민 전문가의 협력체계가 이루어져

야한다. 국내에는 이미 많은 형태의 마을 만들기와 민-관

협력체계가 소개되고 있다.

표4. 국내 주민자력형 주거지 재생

그러나 아직까지는 문화 역사 중심의 보전 가치가 있

는 곳을 중심으로 실행되고 있고, 건축적인 개선보다는

시민단체의 운동개념에 가깝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명확

한 지원기구나, 보조금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모든

소블록단위 저층 주거지마다 이같은 협의체를 기대하기

는 어렵지만, 지자체별로 구 동 단위로 이를 관리, 지원

하여 민-관이 함께 계획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주자 스스로가 중심이 되어 누구보다 많은 관심

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주체간 협력체계를 통해 통합적・종합적인
5)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보조 및 융자), 시행령 제60조(보조 및

융자 등) 제3항, 제4항,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8조(정

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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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업방식 관련기구

도쿄도
세타가
야구

다이시도2,3구역
(2003)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
(MINTO), 마을만들기협의회, 주민제안제도
세타가야마을만들기 펀드와 마을만들기 기금

쇼인신사거리(2005)
민간도시개발추진기구(MINTO), 마을만들기 협
의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고베
마노지구 주거지 마노지구 마을만들기 추진회

치토세지구 주거지 치토세지구연합 마을만들기 협의회

지바
아나가와지구 주거지

상점가 주민자치조직 아나가와쵸가이, 주민+지
바대학학생조직 루쯔보회

사까에쵸지구주거지 사까에쵸 마쯔즈꾸리 사회실험 실행위원회

요꼬하마 혼고쵸3쵸매지구주거 살기좋은 마을/혼고쵸 3쵸매지구 협의회)

오사카 히라노고지구 히라노고 HOPE Zone협의회

이찌가와 교토구지구 주거지 주민조직 데라마찌회,산학관 주직 고부신구미

지역재생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정비수법의 하나로

소규모 연쇄형 마찌즈쿠리6) 방법이 제시되고 있는데, 노

후목조밀집시가지와 단발적인 대규모 개발에 따른 주거

지의 갈등, 방재, 고밀개발로 인한 획일화로 인해 해결책

으로 도입된 정비수법이다. 이 방법은 소규모 단위의 주

민과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생활의 질을 우

선으로 삼고, 공공의 지원 하에 파트너쉽 체계를 구축하

여 이루어진다. 이외에도 다양한 선진국가에서 주거지 정

비를 위한 거버넌스와 파트너쉽이 형성되고 지원기구와

사회적 기업 등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7)

표5. 일본의 주거지재생을 위한 마을만들기

3.3 공공재원 확보

소블록단위 개발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 정부의 관심

이 요구된다. 현행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조합의 전문성

부족과 자금조달 능력 미비로 정비업체 의존,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업체와 비리 발생, 조합원간의 갈등,

사업의 장기화로 인한 과다 비용 발생 등의 문제점을 초

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공의 적극적 대응이 요

구되며, 소블록단위 합필 개발시에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저층주거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공동

주택 재개발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관

리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 완료 시까지 진행 관리를 구청장이

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관리자가 주도하는 제도8)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거지역이 자력 재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제도가 요구되며9) 노약자등

6) Shineru Satoh, "A collaborative Path to Sustainable Urban

Improvement", 도시주거지정비:새로운 기법과 건축가의 역할, 한국건

축가 협회 도시환경분과위원회, pp.15-38, 2000

7) 런던 엔젤타운(Ujima 주택협회, Presentation 주택협회, Family

Housing Association등과 주민), 브리스톨 파트클리프와 위디우드

(‘HWCP', 커뮤니티 파트너쉽 ’세인트폴 언리미티드‘, ’사회적기업 지

원조직 ‘소셜 엔터프라이즈 윅스’등), 버밍험 주거지정비사례(Housing

Act Trust, Be Birmingham(LSP)트)등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2009.7부터 성수동을 통해 시범 실시, 2010. 7부터 공공관리자제도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서울 17개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확대 적용되었다.

9) 최근 국가 균형 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각종 지역지

원예산을 포괄 보조금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필요에 따라 예산

사회 약자층을 위한 구체적 지원책 마련도 시급하다. 저

층 주거지의 경우 노인세대가 임대수익을 고려하여 주거

지를 재생하지 않고, 노후화된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10)

국외에서도 대안을 찾아볼 수 있는데, 영국에서는 재생

지원예산을 용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의 필요에 따

라 사용할 수 있는 통합재생예산(Single Budget)을 실행

하고 있으며,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체와 거버넌스

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11) 2009년 홍콩

건설부에서는 '일자리 보호(Preserving Jobs)'라는 목표

하에 HS(Housing Society), URA(Urban Renewal

Authority)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OBB(Operation

Building Bright)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된 지원금을 정

부로부터 받고, HS와 URA는 공동 운영팀을 구성해 지원

접수, 건축물선정부터 기술자문제공, 지원금배분까지 업

무를 담당하고 소유주 조합에 기술적인 자문을 위해 자

체적인 매뉴얼(유지보수공정지침)까지 발행하고 있다.12)

4. 시뮬레이션개요

3장의 연구결과 계획의 전제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계획방향

을 제안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계획에 앞서 연구대상지

및 시뮬레이션 방법에 대한 일반사항을 살펴보았다.

표6. 소블록단위 계획의 전제조건

소 블 록
단 위
기반시설
지 원

- 적용 규모 : 3,000m2~10,000m2사이의 소블록단위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38조 2항에
소블록단위 계획에 대한 항목추가
- 공공관리자 제도도입 등 공공역할 확대

소 블 록
단 위
재생체계
마 련

- 거버넌스와 파트너쉽 등 협력체계형성
- 서울시 통합재생사업(Single Program)등과 연계
- 보조금 및 재생기술/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 마련

4.1 연구대상지 개요

강남 영동지구의 1종 일반주거지역 중, 주거지 특성을

가장 잘 부각시킬 수 있는 소블록을 선정, 주변현황을 고

려한 집합주거 유형 및 주동조합 방식을 제안에 앞서 일

반적 특징을 선고찰하였다. 대부분 2종 일반주거지역(7층,

12층)과 연계되어 있으나, 입지적 특징에 따라 주거지 변

화 양상이 달랐다. 주변 고층건물, 녹지현황, 인접 용도지

역, 연계도로 폭 등 외부환경에 따라 주거지 용도가 변화

하거나, 대상지 내 주거유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의 용도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저층주거지에 직접적인 효과

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10) 홍콩 HS는 2008/09년 정부가 발표한 HKD 10억 규모의 노인 소

유주 건물재개발비용 지원금 제도의 시행자로, 60세이상 저소득층 노

인의 노후주택 재개발 비용을 HKD4,000까지 지원하고 있다.

11) 통합재생사업을 통한 광역 재생정책과 마을재생사업을 통해 기

초지자체 단위재생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종합적 재생을 고려

하여 WNF(Working Neighborhood Fund)도 지원되고 있다.

12) 건물연수 30년 이상 된 주택 또는 주택 또는 주거복합건축물 /

거주가구가 400가구 미만 / 가구당 평가액)이 평균 HKD76,000,약

1,100만원이하(도시화된 지역은 HKD100,000, 약 1,500만원) / 정부기

관(건설부 등)이 보수, 정비를 명령, 수리가 필요한 건물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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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연구대상지 주거지 현황(영동지구 1종 일반주거지역)13)

* 1) 1종 일반주거지역→1종일주/ 2) 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2종일주(7)

3) 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2종일주(12)

4) 3종일반주거지역→3종일주 / 5) 일반상업지역→일상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변 지역은 격자형으로 정리

된 필지들에 다수의 노후화된 2층 단독주택지로 용적률

과 건폐율 등 밀도가 매우 낮으며 주변 환경변화 특성상

단독주택 등 주거용도보다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등으

로 용도가 변형되어 활용되고 있었다. 비주거용 건축물이

34동(16%), 주거전용(연립 및 다세대주택)이 69동(32%),

단독주택이 101동(47%), 주상겸용이 10개동(5%)으로 주

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비주거용 건축물(근린생활

시설 등)과 주상겸용 건축물이 21%로 낮지 않은 수치다.

표8. 한국토지주택공사주변 : 건축물 용도별 동수

구 분 비주거용
건물수

주거전용
(연립·다세대주택)

단독
주택

주상
겸용

계

건물동수 34 69 101 10 214

백분율% 16 32 47 5 100

 
그림2. 한국토지주택공사 우측지역 및 좌측지역 전경

그림3. 한국토지주택공사주변 : 건물의 층별 구성

13) 서울시 수치지형도(제공:서울시청), 강남구 도시계획도(제공 : 강

남구청 도시디자인과), 간선도로현황(제공 : 강남구청 토목과), 서울

GIS(http://gis.seoul.go.kr)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리하였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둘러싸인 좌측 지역은 대규모

블록으로 형성되어 다세대 연립주택 중심으로 계획되었

다. 단독주택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로변에 연접하여 단

동 또는 2~3동의 아파트단지, 레지던셜 호텔 등이 계획

되어 있어, 주거전용지역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 시

뮬레이션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상지는 한국토지주택

공사주변 지역 내에 있는 11개의 대지가 조합된 소블록

이다. 2002년 이후 갑자기 급등한 지가로 인해14), 신축건

물은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계획되었으며, 지하

포함 4층이라하더라도 엘리베이터가 계획된 건물이 없다.

표9. 한국토지주택공사 주변 표본블록 건축개요

지번
논현동

현재
용도

사용
승인

대지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규모
주차

대수
면적
(㎡)

255 단독주택 1976.
12.20 333.90 29.1 48.59 지하:1,지상:2 - -

255-1
단독주택
(다세대)
근생시설

2001.
11.09 157.80 59.43 149.91

지하:1
(1종근생)
지상:4(7가구)

옥내8
자주식 92.0

255-2 건물없음 　- 113.70 　- - -　 - -

255-8 단독주택 1978.
04.06 302.70 30.79 55.50 지하:1,지상:2 - -

255-10 2종근린생활시설
1978.
06.13 324.10 37.67 63.07 지하:1,지상:2(사무실) - -

255-11 단독주택 1975.
12.09 348.30 29.58 49.73 지하:1,지상:2 - -

255-12 건물없음 　- 105.70 　- - -　 - -

255-18
2종근린
생활시설

2007.
02.01 305.50 58.59 145.64

지하:1,지상:4(
사무실) - -

255-19 단독주택
1975.
12.17 347.30 28.15 43.49 지하:1,지상:2 - -

255-20 단독주택
1976.0
8.03 288.40 34.25 68.51 지하:1,지상:2

옥내12
자주식 623.8

255-21 근린생활시설
1982.1
1.04 324.80 32.10 50.67 지하:1,지상:2(사무소) - -

그림4. 한국토지주택공사주변 표본블록 대상지

사전조사15)를 통해 지역 주민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

하는 환경문제는 주차와 열악한 가로환경(지중화 시설 미

비, 좁은 도로, 커뮤니티공간)임을 확인했다. 소음, 지가상

승 등의 직・간접적 피해는 정책과 제도적 기준에 의해

다루어져야할 사항이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에서는 주거

밀도(용적률, 건폐율, 층수제한)를 고정변수로 둔 후에 다

양한 주거 유형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블록 단위 저층

주거지에 적합한 집합주거유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현행

건축제도기준을 준수하였으며, 현행법상 적용 가능한 주

거유형을 계획,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16)

14) 11개 블록의 푱균 공시지가분석 결과 1990년(1,305천원/m
2
), 2002

년(1,523천원/m2), 2009년(3,584천원/m2)으로 지가가 변동되었다.

15)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환경문제 의식 설문 조사

(2005.6.21~28), 강남구 환경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설문조사(2006.12),

2009 강남구 사회조사보고서(2009.12)등을 활용하였다.

16) 용도지역 지구제,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관리 기준

적용, 건축법/서울시 조례 등 밀도 규제준수

- 건축물높이제한(건축법 제60조 / 도시형생활주텍)

- 일조등을 위한 높이제한(건축조례 29조 / 도시형생활주텍)

- 대지안의 공지(건축조례 25조의2 민법 242조)

- 주차장(서울시 주차장조례 13조)

- 건폐율 / 용적률(도시계획조례 54-55조)

- 연면적 및 층수(건축법 시행령 3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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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본 모듈계획

1) 단위세대 모듈계획

단위세대는 규모에 따라 소호형, 다세대형, 연립주택형

으로, 수직으로 적층․조합되는 방식에 따라 플랫형, 스

킵플로어형, 워크업 하우징형 등으로, 또한 거주자에 따

라서도 그 유형을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획안에 적용할 단위세대의 기본 모듈을 정하고자 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거

주하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선호주택에 대한 국

민의식조사를 시행하였는데, 방 3개, 욕실 2개인 30평형

대 아파트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선호하

는 주거유형으로 아파트(67.3%), 단독주택(26.2%)으로 3

층 이하의 경우 23.3%, 7층 이하의 경우 49.5%를 차지하

고 있다.17) 또한 주택도시통계연람(2008)에 의하면 본고

에서 적용 가능한 규모의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주택

수는 46.2~95.7m2인 소형주택 규모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단위세대에 한 가구만이 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단위세

대 면적은 3~4인가구가 거주 가능한 65m2이상~85m2미만

의 집합주택 유형”으로 계획하였다. 침실의 수가 2~3개,

4층 이하로 단위세대는 공동주택의 MC를 따르지 않는다.

단위세대의 세장비율은 공동주택을 선호하는 거주자들

의 성향과 국내·외 선행연구18)를 토대로 세장비를 1.0,

1.25, 1.5로 정하였으며, 채광이 되는 방 수를 2 이상으로

하였다. 여전히 전면발코니의 활용도가 높으며, 채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19) 또한 2세대 이상의 단위

세대를 조합, 분할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또한, 1층 필로

티 하부에 주차계획을 고려하여 주차 모듈을 산정, 세대

하부의 기둥 및 내력벽을 제외한 간격이 7.5m 이상 나오

도록 했다. 주차 모듈의 경우 2.3m× 5.0m을 기본으로 하

였으나, 최근 대형차량 증가와 확대된 장애인 주차 간격

등을 고려하고, 세대 하부 필로티에 3대의 주차가 가능하

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

해 ① 8×8m, ② 8×10m, ③ 8×12m의 모듈을 활용하였다.

2) 주동 조합방식

주동 조합은 용도조합 측면에서는 주상겸용(병용주거),

주거전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동의 코어조합 측면에

서는 단일동인 단독형과 편복도형, 중복도형의 복도형,

다수의 단위세대가 하나의 코어를 사용하는 계단실형으

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계획안에서는 주거지 용도에

따른 조합을 고려하여, 코어조합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국내 공동주택에서는 편복도형과 계단실형이 주로 단

17) 지역경제팀,선호주택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대한상공회의소,2010.3.25, p.3

18) 국민주택(85m2, 1980년 이후)이하의 아파트 255개단지, 549개의

단위세대를 연구했는데, 이로부터 도출한 단위세대의 세장비를 본고

에 참고할 수 있다. - 김정현 외1, 아파트의 단위세대 각 실별 면적

배분 변천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3 n.5, 2007.05,p.159-165

또한 유해연(2009), 인기환(2004)은 주거유형에서 유럽지역 내 저층

집합주택의 단위세대평면 특성을 분석하였는데, 세장비(W×L)가 전자

는 1.5이상이 70%, 후자는 1.6이상이 50%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 발코니를 포함한 서비스면적을 고려하여 96m2까지 가능치수로

정했다. 향후 발코니를 추가계획할 경우 인동간격・정북방향에 영향

을 받기 때문에, 모듈내에서 발코니를 계획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위세대의 규모에 따라 적용되었다. 특히 소규모 단위세대

주동은 엘리베이터 설치에 따른 원가부담을 고려하여, 주

로 편복도형으로 지어졌다. 그러나 편복도형은 현관 출입

시 안방과 거실이 노출되어 시각적 방해를 받고, 자녀방

의 협소함, 복도로부터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계단실형이 보다 이상적인 것으로 선호

되고 있다. 따라서 거주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중정형 집

합주택이라 하더라도 계단실형으로 계획하였다.

3) 주거환경과 밀도

주거지 밀도는 가구당, 주택당, 실당의 사람 수로 주택

수요와 밀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주거율의 과밀

은 사회문제 발생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물리적 계획밀도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이는 기반시설 공급과 건물간의 인동간격, 일조, 통풍,

조망 등 주거환경 수준을 결정한다. 특히 개발밀도는 재

개발 재건축 등 분양가능성이나 개발이익에 차이를 가져

다주는 사업성 여부로 결정한다. 용적률, 건폐율을 바탕

으로 도로, 인접대지, 인접 건축물, 주차장, 조경 및 녹지

면적, 편익시설에 관한 설치기준이 있으며, 이들은 주거

유형 및 배치형식, 단위주거의 특성에 따른 계획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주거의 질과 거주민의 만족도를 결

정하게 된다. 건축계획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는 밀도의

항목은 이같이 다양하나 본 연구의 밀도 관련 항목은 ①

호수밀도, 즉 동일한 대지 면적에서의 세대수와 ② 용적

률, ③ 건폐율, ④ 옥외공간비율로 제한하고자 한다.

표10. 밀도의 유형별 정의

밀도의 유형 정 의 적용 및 활용

거주
밀도

인구밀도
(인/ha)

단위면적당 거주하는 인구수 평균
상,하수도 시설 등의
용량을 산정자료

호수밀도
(호/ha)

단위면적당 입지하는 세대수 평균
교육, 상업 시설 등의
규모를 산정자료

호당부지
(m2 /호)

일정지역의 1호당 평균 부지면적
용지이용률, 지처분가격
등 산정

건축
밀도

용적률
(%)

일정구역의 건축연면적 합계의
부지면적합계에 대한 비율

입체적인 토지이용
상태로 본 단지지표

건폐율
(%)

일정구역의 건축면적
합계의 부지면적합계에
대한 비율

평면적인 토지이용 상태
로 본 단지지표

단지
밀도

도로율
(%)

일정구역총면적(대지면적)합계의
도로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

도로정비상황,도시교통시
설확충,관리기준

조경율
(%)

일정구역총면적(대지면적) 합계의
조경면적의 합계에 대한 비율

단지 내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조경면적

옥외
공간률
(%)

일정구역총면적(대지면적) 합계에서
건축면적을 제한 값을
지상연면적으로 나눈 비율

단지내부의 옥외공률을
통해 용적률 제한

5. 소블록단위 저층집합주거단지 계획방향

지역 및 거주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에서는 공통적으로 주차공간부족과

좁은 차로, 이웃 간의 간섭, 환경오염, 공용공간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

고자 한 대상지에 밀도를 유지하고, 집합주거유형만을 달

리하여 적합한 주거유형을 모색하였다. 이는 소블록 단위

집합주거단지 계획의 제도적 기준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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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A(단독형) B(중정형) C(일자형) D(병렬형)

기본형
B1 C1

D1(합벽형) D2(조합형)
1a(단독형,개별형) 1b(단독형,개별형) 2(블럭형) C1(단독형) C2(합벽형)

규 모(층) 지상4 지상4 지상3~4 지상3 지상4 지상3~4 지상3~4 지상3~4

건축면적(m
2
) 1,111 1,170 1,112 1,414 975 1,310 1,296 1,248

건 폐 율(%) 37.57 39.56 37.60 47.81 32.97 44.29 43.82 42.20

지상층연면적(m2) 3,771 4,398 4,397 4,370 3,990 4,370 4,176 4,104

용 적 률(%) 127.51% 148.71 148.67 147.76 134.91 147.76 141.20 138.77

주차대수(대) 50 50 70 52 48 66 36 44

세대당 주차대수 1.04대 1.14대 1.13대 1.08대 1.2대 1.00대 2.00대 1.83대

단위
세대
모듈
세대

8m× 8m 34 0 50 18 0 66 18(층별임대시 48) 24(층별임대시 72)

8m×10m 4 0 12 6 0 0 0 0

8m×12m 12 44 0 24 40 0 0 0

합계 48 44 62 48 40 66 18(층별임대시 48) 24(층별임대시 72)

계획적

특징

- 기존필지유지

- 필지단위개발

- 기존 다세대

/연립주택

- 주거환경열악

- 옥외공간미비

- 기존주차방식

- 합필개발

- 단위세대 규모 및 층수조절

(단지형다세대/연립주택)

- 최대 용적률 확보

- 주거환경양호

- 옥외공간 확보

- 획일화된 입면

- 기존 주차방식

- B1a와 유사

- 건폐율 높음

- 연면적 높음

- 주거환경

세대별차

- 옥외공간확보

- 합필개발

- 단위세대 규모 및 층수조절

(단지형 연립주택 유형)

- 용적률(세대수) 확보 미비

- 인동간격에 따른 환경 변화

- 세대/거주 조건 동일

- 옥외공간 미비

- 획일화된 경관

- 기존 주차방식

- 개별필지,개발개발

- 세대별 거주조건 동일성 부여

- 다양한 입면/경관

- 주차면적 확보

- 전정/후정 등 다양한 옥외공간

- 접지성 확보

- 타운하우스 특성

- 층별임대가능

- 단일세대 면적증대

- 개별코어(수직동선)

계획안개념도

배치도

대지종단면도

주차(1층)평면

표11. 집합주거유형별 모델안(기본안)

그림5. 시뮬레이션 방법

5.1 시뮬레이션을 통한 집합주거유형 모색

현행 밀도 및 제도를 고려한 최적 안을 4가지 유형으

로 계획하였다. 단독형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안을 기본

안으로 중정형(블록형), 일자형, 병렬형(도시형 타운하우

스)의 저층 집합주거단지를 계획하였다. 각 유형별로 단

지형 다세대와 연립주택으로서의 활용도 고려했는데, 이

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기본안은 제도적 기준보다 높은 세대 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확보하고, 용적률인 150%, 건폐율 60%기준으로 4

층 이하(필로티 포함 시 5층 이하)의 저층집합주거단지로

계획하였다. 용적률과 층수, 단위세대 모듈, 주동 조합 등

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특징

이 유사하여, [표11]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장단점을 비

교해 본 결과 중정형은 합필개발을 해야 하나, 최대용적

률을 확보할 수 있으며, 단지내부에 옥외공간을 확보하여

이웃 간의 교류를 장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

나 도시가로로의 폐쇄성이 우려되어 입면계획을 고려해

야하며, 단위세대별로 거주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또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단지 중앙의 중정이

나 필로티 하부를 활용해야 하는데, 개선책이 요구된다.

일자형은 단지형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과 유사하

여, 최소 인동간격확보와 주차공간으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과 옥외공간을 갖으며, 기존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차별성을 갖지 못해 향후 계획방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병렬형은 도시형 타운하우스 형태로 맞벽으로 개발되

어야 경제성이 있으며, 개별필지를 유지하고 개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전정, 후정을 통한 접지성 확

보 등 단독주택의 장점을 취할 수 있다. 도시형 타운하우

스는 국내 타운하우스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4층

이하의 저 중밀의 병렬형 집합주거유형으로 2호 이상의

주호가 연속된, 병렬식 저층집합주거단지 형태로 정의하

고자 한다. 수직적으로 한 세대가 한 동을 모두 사용하여

세대수 확보가 미비하나, 층별 임대가 가능하여 임대성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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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안 세대당 주차1.3대 이상

A A1 단독형 기본안 -

B B1
1a

중정형
단독형(개별동) B3-1a

1b
블록형

B3-1b

2 B3-2v

C C1
1

'-'자형
단독형 C3-1v

2 맞벽(합벽)형 C3-2v

D
D1

병렬형
맞벽(합벽)형 충족

D2 조합형 충족

기본안 인동간격 0.8H 이상

A A1 단독형 기본안 -

B B1

1a

중정형

단독형(개별동) 충족

1b
블록형 B2 충족

2

C C1
1

'-'자형
단독형 C2-1

2 맞벽(합벽)형 C2-2

D
D1

병렬형
맞벽(합벽)형 충족

D2 조합형 충족

구 분

중정형-단독형 '-'자형-단독형 '-'자형-맞벽형

B1-1b
기본안

B2
인동간격

C1-1
기본안

C2-1
인동간격

C1-2
기본안

C2-2
인동간격

규 모(층) 지상3~4 지상3~4 지상4 지상4 지상3~4 지상3~4

건축면적(m2) 1,112 1,048 975 780 1,310 1,048

건 폐 율( %) 37.60 35.44 32.97 26.37 44.29 35.44

지상층연면적(m
2
) 4,397 4,336 3,990 3,120 4,370 4,074

용 적 률( %) 148.67 146.61 134.91 105.49 147.76 137.75

주차대수(대) 70 70 48 48 66 60

세대당주차대수 1.13대 1.09대 1.2대 1.5대 1.00대 1.00대

단위
세대
모듈
세대

①8m×8m 50 64 0 0 66 60
②8m×10m 12 0 0 0 0 0
③8m×12m 0 0 40 32 0 0
합계 62 64 40 32 66 60

계획안
개념도

5.2 건축 제도적 기준마련

시뮬레이션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도시 저층주거지 재

생을 위한 소블록단위 집합주거계획은 중정형(블록형)과

병렬형(도시형 타운하우스)으로의 계획을 권장할 수 있었

다. 이제 건축제도개선 측면에서 적정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생활 보호를 위한 인동거리 확보와 부족한

주차공간 및 주차대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1)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인동간격 조정

인동간격은 주동의 높이에 대한 건물사이의 거리로, 일

광, 채광, 통풍,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주거환경요소를 포

함하는 물리적 척도이며, 주동의 높이에 대한 건물 사이

거리이다. 기본 계획안이 제도적 기준에 따라 거리를 확

보했다면, 본 절에서는 주거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

일조권에 관한 연구결과20)에도 볼 수 있듯이 1970년

이후 주거지 형성과정에서 세대수 확보와 주거환경 확보

의 양면에서 인동거리는 완화와 강화를 반복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주호의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해 공동주

택의 시조례 기준인 0.8H, 1.0H를 통한 계획안을 제안하

였다. 현행 건축법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의 높이 제한)를 살펴보면 건물 간 인동거리가 0.5H(도시

형 생활주택인 경우 0.25H)로 매우 완화되어 있으나, 다

세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에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호 마주보는 경우에 0.8H

채광방향에 창이 있고 마주하는 벽이 측벽이면, 시조례에

의해 0.5H를 따르고자 한다. 기본안에서 이미 인동간격

0.8H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안이 다수였으며, B1-1a,

D-1, D-2은 기본안에서 이미 인동간격을 1.0H이상 확보

하고 있기 때문에 변경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정형-단독형(B1-1b)와 일자형-단독형(C1-1)

및 맞벽형(C1-2)의 세 가지 안에 대해 인동간격 조정을

제안하였다. 인동간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획

방안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단위세대 규모를 축소시켰다.

그 결과 건축면적 및 용적률은 줄어들었으며, 세대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주차하는 방식은 동일했기 때문에,

세대 당 주차대수는 감소했다.

표12. 집합주거유형별 모델안(기본안)

20) 연세대 이경회교수는 「아파트 주거환경 인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주거환경인자인 주광, 채광, 프라이버시보호, 조망문제와, 고층

으로 계획하되 인동간격을 확폭 이유를 논했고, 경향신문에서 기사화

했다.(1979.03.30) LH는 1.0H의 인동거리로 정남향 평행 배치시 건물

전면의 35% 면적이 동지 시 전혀 햇빛을 받지 못하여 10세대 중 3.5

세대가, 즉 5층 아파트에서 2층 이하, 15층 아파트의 경우 6층 이하

의 세대가 동지 시 사실상 영구음영의 범위에 들게된다는 연구결과

로 당시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다(한국토지주택공사, 1987)

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50% 이하이기 때문에

1.0H의 시뮬레이션 결과 0.8H일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났다. 따라서 용적률이 150%이하로 밀도가 낮은 경

우 인동간격 기준 완화는 무의미하다. 특히 중정형(블록

형)이나 병렬형(타운하우스형) 계획 시에는 인동간격을

1.0H이상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표13. 인동간격 0.8H(1.0H)이상 확보

2) 주차공간 및 옥외공간 확보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2010. 3. 2)」의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 항목을

통해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나, 야간시간대의 주차

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70％미만인 지역

에 대해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예산을 우선

지원토록 했기 때문에 소블록단위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대안으로 2003년 7월 이후 시행되고 있는 그린파킹제도

는 2006년 이후 골목단위 사업으로 전환되어 보다 실효

성이 있으나 거주민 스스로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본 절에서는 제도적 기준보다 사전조사를 통해 세대별

주차대수가 1.3대 이상21) 주차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표14. 세대당 주차1.3대 이상 확보를 위한 기본안 유형

21) 강남구청에 따르면 차량보유 여부에 대해「있음」이 75.8%로 보

유 대수가 1대인 경우가 75.5% 이며, 2대인 경우도 23.2%, 3대 이상

의 경우도 1.3%에 달했다. 연구대상지와 밀접한 압구정/논현권과 역

삼권등을 살펴보면, 가구주당 평균 대수가 1.25~1.3대이다.- 강남구청,

2009 강남구 사회조사보고서, 강남구청,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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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소블록 규모 인접지역과의 연계성

R1

a 1OO,OOO㎡이상 상업지역-대상지-주거밀집지역
b 5,OOO㎡이상 100,OOO㎡미만

c 3,OOO㎡이상   5,OOO㎡미만

R2

a 1OO,OOO㎡이상 상업지역-대상지-공원/교회/학교
b 5,OOO㎡이상 100,OOO㎡미만

c 3,OOO㎡이상   5,OOO㎡미만

R3

a 1OO,OOO㎡이상 주거밀집지역-대상지-주거밀집지역
b 5,OOO㎡이상 100,OOO㎡미만

c 3,OOO㎡이상   5,OOO㎡미만

R4

a 1OO,OOO㎡이상 주거밀집지역-대상지-공원교회학교
b 5,OOO㎡이상 100,OOO㎡미만

c 3,OOO㎡이상   5,OOO㎡미만

강남구 기존 연구(2009,2010)에 의하면, 강남구 거주민

간의 교류와 옥외공간 비율은 매우 저조했다. 필지단위

재개발과 비주거용 시설의 침투, 불법용도 변경 등을 그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주차계획 변경안을 토

대로 커뮤니티를 위한 옥외공간율에도 변화를 주었다.

병렬형 로우하우스 형태인 D-1, D-2의 경우 인동간격

뿐 만이 아닌 세대 당 주차대수도 1.83(D-2)~2.0(D-1)대

로 이미 확보하고 있어 계획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단,

임대용으로 층별 분양을 고려한다면, 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단지내 후정공간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하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타워를

계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차대수를 확보할 경우 기

본안과 비교하여 건폐율(건축면적)은 같으나 세대수는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위세대 모듈조정

을 통해 주차대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연면적과 용적률의

감소가 뒤따랐다. 결국 지상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감소시켜야 했으며, 이는 주거환경

의 악화와 사업성 감소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옥외공간률

은 용적률(지상층 연면적)이 감소할 경우 증가하였다.

결국 지상층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서는 세대수와 용적

률 감소가 필연적이나 이것이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결과

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기계식 주차를 활용

한 지하주차장 마련과 중정공간의 데크식 계획을 고려해

야하며, 소블록간 연계성을 고려한 공용주차장 확보도 검

토되어야 할 것이다.

옥외공간률과 용적률은 상관관계가 있는 개발밀도로서

조경면적 확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도, 외부 공간

확보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계획방향 제시에 있어 적

정 개발밀도를 제시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표15. 세대당 주차1.3(1.5)대 이상 확보

구 분

B(중정형) C(일자형)

B1-1a
기본안

B3-1a
주차확보

B1-1b
기본안

B3-1b
주차확보

B1-2
기본안

B3-2
주차확보

C1-1
기본안

C3-1
주차확보

C1-2
기본안

C3-2
주차확보

규 모(층) 지상4 지상4지상3~4 지상3~4 지상3 지상3 지상4 지상4지상3~4 지상3

건축면적(m2) 1,170 1,170 1,112 1,112 1,414 1,414 975 975 1,310 1,310

건폐율(%) 39.56 39.56 37.60 37.60 47.81 47.81 32.97 32.97 44.29 44.29

지상층연
면적(m2) 4,398 4,404 4,397 3,218 4,370 3,986 3,990 3,813 4,370 3,997

용적률(%) 148.71 136.74 148.67 108.81 147.76 134.78 134.91 128.93 147.76 135.15

주차대수 50 66 70 70 52 76 48 64 66 92

세 대 당
주차대수 1.14 1.65 1.13 1.59 1.08 1.73 1.20 1.68 1.00 1.59

단위
세대
(모듈/
세대)

8m×8m 0 0 50 32 18 18 0 0 66 58

8m×10m 0 40 12 12 6 6 0 0 0 0

8m×12m 44 0 0 0 24 20 40 38 0 0

합계 44 40 62 44 48 44 40 38 66 58

옥외공간율(%) 40.64 40.59 41.97 57.35 35.32 38.72 49.68 51.99 37.71 41.23

주차확보
계획개념

배치도
대지종단면도
주차/1층평면

5.3 소블록단위 주거지 유형에 따른 용도용적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

적률 150%이하, 건폐율 60%이하, 층수가 4층 이하(필로

티 포함시 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블록형과 병렬형

으로 계획할 경우 인동거리를 1.0H이상 확보할 수 있으

며, 강남의 특성상 주차대수는 세대당 1.3대 확보, 옥외공

간을 40%이상 확보가 가능했다. 그러나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 있다 해도 소블록별로 주변 지역의 영향을 받으므

로 주거지 특성을 고려한 밀도규제 기준이 필요하다.

따라서 소블록단위 규모에 따른 주거지 유형을 구분하

고 이에 적합한 밀도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규모

를 구분의 기준으로 둔 것은 기존 제도 기준 내에서 주

거환경 개선이 가능한 지역과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표16. 소블록단위 규모에 따른 주거지 유형

주거지의 특성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R1과

R2는 인접지역의 활성화 정도 및 용도를 고려하여 업

무・근린생활시설 중심의 병용주택형으로 계획될 수 있

도록 권장해야 한다. 주거유형은 중정형과 병렬형을 활

용할 수 있는데, 주거전용 지역의 경우 개별필지를 유지

를 위해 병렬형을 권장하며, 병용주거지역과 주거전용지

역 등 중・소형 임대주택이 요구되는 R3의 경우에는 세

대수 확보가 용이하고 입면 디자인 고려가 충실히 이루

어져야하는 중정형(블록형) 주거단지 유형을 장려한다.

표17. 소블록단위 유형에 따른 주거지 용도구분

유 형
주거지
용도

주거유형

기반시설 설치기준 등 관련법유
형

특 징

R1

a 병용
주거
(주상
겸용)

중
정
형

- 업무/편익시설

- 근린생활시설

- 1~2인소형주택

*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b (적용면적수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c (적용면적수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1,2항목 수정,유형 추가가 불가시
소블록단위 기반시설설치계획기준
을 마련하여 구조례에 권장사항으로
포함

b

c

R2

a 병용
주거
(주상
겸용)

- 업무/편익시설

- 소규모사무실

- 가족단위주택
b

c

R3

a
주거
전용
(임대)

중
정
병
렬
형

- 주거젼용지역

- 1~2인소형주택

- 임대주택
b

c

R4
a 주거
전용
(자가)

병
렬
형

- 주거젼용지역

- 가족단위주택

- 자가주택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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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설비율

(%)

R1(병용주거

-생할편익)

R2(병용주거

-업무/편익)
R3 R4

a b,c a b,c a,b,c

20이상
30미만

200%
이하

190%
이하

180%
이하

180%
이하

임대비율 70%이상 : 170%

70%미만 : 150%
10이상
20미만

170%
이하

170%
이하

170%
이하

170%
이하

R3과 R4는 주거전용이므로

용적률완화 폭을 축소함.10미만 150%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150%
이하

단,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블록 전체를 상업 또

는 업무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업지역

에 활용되는 용도용적제의 개념을 적용하고자 한다. 근

린생활시설(소규모 업무시설)의 연면적 비율을 제한하

고, 연면적 비율에 따라 허용용적률과 허용층수를 제시

하는 것이다.

표18. 서울시 주거지역의 용적률22) (단위:%)

구분

2차 뉴타운 정비사업지구 지구단위계획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기준
용적률

상한
용적률

1종 - 200 - 200 150 200

2
종

7층
이하

170 250 170 250 170 250

12층
이하

190 250 190 250 190 250

3종 210 250 210 250 210 250

준주거 300 400 30 400 300 400

준공업 210 250 210 250 210 250

위의 표를 통해 서울시 1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 용

적률은 150%이나, 정비사업지구를 비롯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특별관리구역 등은 기준 및 허용용

적률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결

과에서 주거지 용적률을 높이 산정한다 하더라도 배치

상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옥외공간률도 유지할 수

있었다. 다만 층수가 높아지거나, 단위세대 면적이 커지

게 되는데 이 경우 인접하는 타 블록과 조화를 이루고,

기존 주거지가 갖는 주거지 특성을 유지하였다면, 용적

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R1과 R2에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비율에 따른

용도용적제를 적용할 경우, 앞서 정리된 허용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표19. 소블록단위 주거지 용도에 따른 허용 용적률

R3, R4와 같이 주거전용지역으로 지정된 주거지도 생

활편익을 고려하여, 재개발 이전 상업시설 비율이 유

지・포함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

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주거용 시설의 비율을 5

∼10%내외로 제한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용도도 생활

편익시설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병용주거지와는 달리

근린생활시설 비율이 아닌 임대주거 비율에 따른 용적

률 적용비율에 차등화를 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용도지정에 따른 소블록단위 저층 집합

주거계획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제안될 수 있다.

22) 서울시 도시계획국,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처리지침, 2008

그림6. 소블록단위 용도지정에 따른 집합주거계획 절차

6. 결론

저층주거지는 도심의 대안적 공간으로 거주자의 ‘삶’과

주거지 고유의 다양한 문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점진적

인 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소블

록단위 집합주거단지 계획’을 제안하였다.

도심의 저층주거지 재생의 문제점과 한계를 토대로 계

획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이를 위한 전제조건을 밝혔다.

이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주동유형 및 단지계획 방

향, 제도적 기준을 제안하였다. 또한 주거지 고유의 특성

을 고려하지 말고 지구단위계획 및 용도지역제 등에 의

해 획일적으로 규제되고 난개발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 주거지의 용도에 따른 용도 용적제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단위세대 및 주동의 유형, 시뮬레이션의 대상지

(표본블록), 적용 지표의 제한으로 인해 한정된 계획안을

도출하였고, 지역의 사회・문화적 측면과 다양한 디자인

방법론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결국 일반적인 해를 통해

주거단지 계획시 반영되어야 할 사회․문화적 조건과 프

로그램 등에 대한 다양한 측면이 함께 제안되지 못함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초석으로 ‘소블록단위 집

합주거단지계획’의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측면의 후속

연구와 시범사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지속적인 피

드백 과정을 통해 보다 개선된 형태의 도시의 저층주거

지 재생이 이루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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