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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CONTENTS

(1)RESEARCHOBJECTIVES

The objective ofthe study is to promote CBD redevelopmentin preparation ofa declining

populationbyproposingapracticalland-for-public-usesecurementmeasure.

(2)RESEARCHMETHOD

This paper proposes an improvement measure using a forecast model resulting from

land-for-public-use and allocation plan variable analyses. The land-for-public-use for CBD

redevelopment’sforecastmodelwasdefinedusingregressionanalysis.

(3)RESEARCH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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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For areas with smaller land-for-public-use allocation ratio,a legalprovision thatconsiders

restitutionofdevelopmentgainisnecessary.

2.The land-for-public-use allocation ratios need to be adjusted differentially depending on the

expectedreturnofeachproject.

3. The benefit principle should be applied to the land-for-public-use plan of all CBD

redevelopments.

4.Securement of land-for-public-use,expansion of public open space and the implementation

ofminimalsite-regulationareaneedtobeconsideredforthevitalizationofCBDredevelopment.

2.RESULTS

This study addressed the problems ofCBD redevelopment’s land-for-public-use allocation plan

and proposed improvements using statisticalanalyses.Ithas been proven through analysis thatthe

existingland-for-public-usepolicyhasbeenadministeredwithoutastrictsetofprinciplesandratios.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a forecast modelfor land-for-public-use allocation ratio by

quantitatively assessing if the securement of land-for-public-use is the most critical variable in

land-for-public-use plan. Additionally, systematic measure, allocation measure, expansion measure

ofpublicopenspaceandtheimplementationofminimalsite-regulationareahavebeenproposed.

3.KEYWORDS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Redevelopment, land-for-public-use plan, Regression Analysis,

ModelforLand-for-Public-UseAllocationRatio,MinimalSite-RegulationArea

국문 록

본 연구는 앞으로 인구감소에 비한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해 공공용지 부담계획에 한 통계분석기법을 통해

문제 을분석하고도심재개발공공용지확보방안의개선 을논해보았다.기존공공용지확보는원칙없이무분별하게

도심재개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석을 통해 검증하 고,공공용지부담률이 일정비율로 확보되거나 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연구는도심재개발공공용지확보에따른문제 을분석하여제도 방안과공개공지확 방안,입지규제최소구

역의 시행,공공용지부담률 방안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그리고 공공용지부담률 방안은 공공용지계획에 향을

미치는요인변수들의함수 계에의해가장 요한요소인지를계량 으로추 하여공공용지부담률모형을제시하 다.

핵심어:도심재개발,공공용지 부담계획,회귀분석,공공용지부담률 모형,입지규제최소구역

Ⅰ.서 론

1.연구의 배경 목

재 우리나라는 출산, 성장, 리의

3 (低)상으로 인해 2019년부터 인구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상되고 있다.이러한 인구감소

는 장기 으로 주택가격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

할수 있지만,도심지는 하락폭이작거나 오히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왜냐하면 앞으로 은

층뿐만 아니라고령자들도 교통․의료․쇼핑등

이 편리한 도심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뚜렷해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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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1)장래 인구감소로 나타날 부

동산시장은 유럽선진국,일본 등을 분석한 결과

에 의하면 도심회귀,소형주택 인기,맞춤형 주

택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갤럽과 부동산114가 2011년

40세 이상 성인 879명을 상으로 은퇴 후 희

망거주지역을 조사한 설문에서 도시 거주자

42.5%가 도시나 시내 심지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면,2)향후 출산 고령화

시 에는 편의성 등을 더욱 시하게 되어 도

심지와 콤팩트시티(compactcity)등의 도심

으로 유턴하는 상인 젠트리피 이션

(gentrification)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동안의 도시개발 주택

공 정책에서 나타난 상황을 정리해 보고,향

후 다가올 시 상황을 감안한 정책 환

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도시 주택정책이 수도권 도시와 지방

도시의도심재개발로무게 심이옮겨져야할

시 이다.과거 낮은 주택보 률과 서울지역의

집값 안정을 해 서울주변 신도시 건설을 정책

의최우선 순 에 두어왔는데,그과정에서자족

(自足)기능을 추구하 지만 부분의 신도시가

베드타운(bed town)의 역할에 그치고 말았

다.3)일본도 베드타운형 신도시들이 인구감소

와 더불어 ‘고스트 타운(ghosttown․유령도

시)’으로 락하는 부작용이나타나고 있기도하

다.따라서 최근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주택공

정책도 ‘도시 도심재생’이 주요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정책 환경변화에따라도심재개발

활성화와 쾌 한 도심공간의 요구가 크게 증

되고 있으나,도심지역은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

율과 용 률을 단순 용하고 있으며,공공용지

와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것도 실 으로 한계

가 있었다.4)그러나 앞으로 인구감소에 의한 도

심회귀 상으로 쾌 한 도심재생과 도심재개발

의 활성화를 해 공공용지를 확보하는데 개선

의필요성이 두되고있다.그래서 재‘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의해

기존 필지별 용도지역에 따라 단순히 건폐율과

용 률을 용한 방법에서 개선된 방안이 요구

된다.

본연구는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완료지구

를 심으로 재개발사업지구의 기존공공용지비

율,계획공공용지비율,도심과 구역간 거리(기

: 화문네거리),건폐율 용 률,구역면

등이 공공용지부담률과 어떠한 계를 가지며,

어떤 요인이 공공용지계획에 요한 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 이 있다.그리고 공공

용지부담률 련 각종 문제 을 도출하여 이에

한 제도 부담방식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

고,앞으로 인구감소에 비한 도심재개발 활성

화를 통한 쾌 하고 합리 인 공공용지의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본연구는도심재개발사업은물론토지이용

계획시에공공용지계획의 개선안을제시하여도

심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시 기 인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2.연구의 범 방법

본 연구의 상도시는 서울시를 심으로

도심재개발사업 사례구역을 선정하 는데,도심

재개발사업 계획시 조사된 서울시 공공용지

황,도시설계 황,도시재개발사업 시행 황 자

료를 이용하 다.5)

도심재개발사업의 공공용지 부담방식의 산

1)성연동,“한국의 인구구조변화와 주택정책에 한 연구”,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3,제53집,pp.233-236.

2)건설산업연구원이 2011년 부동산 문가 50여 명을 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10년 뒤 상되는 고가주택으로 47.2%가 도심

고층 아 트를,26.4%가 도심 단독주택을 선택했다.

3)정삼석·정상철,“주거지역 황과 주거 측모형 면 의 비교·분석을 통한 토지이용 입안계획에 한 연구”,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

2014,제57집,pp.198-201.

4)지구단 계획규모 즉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10,000㎡,비도시지역의 계획 리지역 30,000㎡는 지구단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심

의에서 공공용지․공개공지를 확보하지만,그이하의 규모에서는 개발행 에 의해 결정되므로 확보의 한계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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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법을 개선하고 모형을 제시하기 해서는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

다. 상지역은 도심재개발사업이 완료된 25개

구역 98개 지구를 상으로 하 다.각 구역의

도심거리는 화문네거리 앙에서부터각 사업

지구의 심지 까지의 거리로써 표시하 다.

구역별 건폐율과 용 률은 각 사업지구에 해

당하는 사업계획 각 변수들을 평균한 값으로 재

개발사업의 공공용지확보를 한토지이용에

요한 자료가 된다.

도심재개발사업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공공

용지계획에 향을 미치게 되는 주요변수가 되

는 기존 공공용지면 (비율),공공용지부담

률,도심과 구역간 거리,건폐율,용 률,구역면

에 한 상 분석(CorrelationAnalysis)을

실시하여 특성을 정리하 다.

도심재개발지구의 공공용지 황을 분석하

여공공용지계획에 한기존재개발사업의 제도

문제 과 공공용지부담률의 문제 을열거하

고,이에 한 개선방안을 제시하 다.

Ⅱ.이론 고찰

1.이론 검토

1)도심재개발과 공공용지

인구감소와더불어우리나라주택공 방향

은 ‘도시 도심재개발’이 주요 패러다임으로떠

오르고,이런 상에 비하여 도심재개발 활성

화와 쾌 한 도시공간이 필요하게 되었다.도심

의 물리 환경개선 에 있어 도심재개발 시

행시 구역별로 공공용지 확보는 사업진행자가

부담토록 되어있다.하지만 그 실 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갈등이 노출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서는 공공용지 확보문제로 인해 재개발사업 자

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6)

도심재개발은 추도심기능 회복과 도심부

반에 종합계획수립에의한지구계획의방향설

정 통일성유지목 에필요한기본계획수립

시 공공용지 면 의 확보가 제조건이 되어야

한다.하지만 도심재개발구역은 도시계획상 상

업지역을 상으로하기때문에높은지가 공

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공용지 확보가

실 으로 힘든 실정이다.

국토계획법에 의하면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장,기타 공공(公共)의 이익을

하여 만든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고있다.따라서공공용지라함은도

로,공원, 장,녹지,하천,주차장 기타 공공용

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2)기존 공공용지 부담방식

도심재개발의 공공용지부담률은 기존 사례

구역을 통해 사업계획 확정일,토지이용 등에서

서로 비슷(2000년 )하고, 서로 인 한 구역

(도심과 구역간 거리)에 치하고 있으면서도

공공용지부담률은일정한 패턴을유지하지 못하

고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7)

기존부담률산출방법은구역별사업이지구

분할계획 주로사실상도로그자체확보에주

력하 으며,기본계획에서 공공용지는 16∼

27% 범 (도로 10∼15%,공원 3∼5%,주차

장 3∼7%)를 확보기 으로 정하고 있다.기존

공공용지부담률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8)

5)배경주·김재환·이상엽,“도시재정비사업의 지구특성에 따른 사업 향요인 평가분석”,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3.제54집,

pp.33-36.

6)이진경,“도시정비정책,시스템 평가 연구”,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4,제56집,pp.69-71.

7)도심재개발사업 사례구역 공공용지 황을 보면,을지로 1가 구역의 1.90%에서부터 다동 구역의 29.94%로 나타나 공공용지 부담률의

차이가 높음을 알 수 있다.

8)정삼석,도시계획,기문당,2011,pp.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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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부담률 

역 면적

공공용지면적계획 기존
×

공공용지부담면적 

 역전체부담률

지 지면적
지 공공용지면적

지 지면적

공공용지 부담방식이란 도심재개발 구역내

각 지구가 차지하는 사업시행 면 비율에 따라

면 식(부담율 심방식)으로 공공용지를 부담

하는 방법,다시 말해사업시행자가토지를확보

하여 공공용지를 조성하되 기존의 지구내 공공

용지를 국가 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상

는유상으로양여받아지구별부담분과함께시

행자가 조성하여 기부체납하는 방법이다.

에는 환지설계방식(면 식)과 충식,

평가식이채택되어왔으나 재에는 단순시행면

에 한 공공용지를 나 는 비례방법으로 기

존 사업구역의 개발잠재력(지가,건물가,권리

상등)에 한고려가 없이사업 진을우선

하기 한 방 정책으로 시행되어 왔음을 부

인할 수 없다.9)

3)공공용지부담률과 용 률

공공용지부담률은 서로 인 지역임에도 불

구하고부담률에서많은격차를보이고 있다.

컨데 을지로 1가구역(1.90%)과 다동 구역

(29.94%)은 보존공공용지를 제외한 공공용지

부담률에서약27%의격차가있음을알수 있다

(표1참조).수지타당성 등 경제성을 결정하는

용 률은공공용지부담률과의상 성은높게나

타나공공용지계획에 요한요인이 될것이다.

도심재개발사업 공공용지규모는 당해 시행면

의 20% 정도로 민간개발업자에게 시행면 과

공공용지확보에 따른 용 률에 하여 경제

공공용지규모가 요청된다.10)

따라서 공공용지확보를 해서는 공공용지

부담률과용 률의상호 련성이높음에도 불구

하고 재도심재개발구역의용 률과부담률에

따른 일정한 법 규정이 없다.11)하지만 용

률은법 한계가이미결정되어있기때문에다

른 요인을 추가하여 검토하는 것이 더욱 요하

다.앞으로는 효과 부담률 용을 해서는깊

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제 용되는 법 근거

를 마련하여야 한다.

2.선행연구 자료

도심재개발의활성화를 한공공용지확보

방안과 련된 최근 연구는 도심재개발 련 연

구,공공용지 련 연구순서로 검토하 다.첫째,

도심재개발 련 연구는 홍인옥,서종균12)이　

도심재개발이목표하는공익성을달성하기 해

국가와 지방정부의 극 인 역할이 필요하며,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다.임 인‧

이주형13)은 도심재개발사업의 상가임차인 재정

착 향요인 분석에 한 연구에서 도심재개발

사업 원래의 목 과는 다른 이익극 화가 우선

으로인한원주민 상인들의재정착문제를해

결하고 도시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해서 할당국의 책임정책을 확립하고 정당한

보상을 실 하며,원주민 재정확률을 높이기

한 책을 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 다. 한윤

9)윤상필·김진수,“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 추정에 한 연구”,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2,제49집,pp.243-244.

10)각종 개발사업의 경제성평가는 각층바닥면 의 합인 용 률(지하층 제외)에 따라 결정된다.장기용,“한국의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

업조합에 한 소득과세의 합리 개선방안”,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2,제51집,pp.281-282.

11)김성희,“수도권 규모 개발사업 활성화 여부와 향요인분석”,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3,제55집,pp.150-151.

12)홍인옥‧서종균,“도심재개발사업의 갈등 해소 방안”,도시연구,한국도시연구소,1998,4권 1호,pp.157-176.

13)임 인,“도심재개발사업의 상가임차인 재정착 향요인 분석에 한 연구”,한양 학교 도시 학원 석사학 논문,2012.

pp.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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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필‧김진수14)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주체별,사업별)을 측정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체별 개발

이익 배분상황을 분석하고,사업의 성격에 따라

개발이익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 다.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과 련된

문제 을해결하기 한정책시사 을제시하려

고 하 다.

그리고 홍윤순15)은 괘상원리에 기 한 도

심재개발 경 의 이원 계의 해석에서 “철거재

개발”이라는 행 사업방식의 탈피와 이를 체

할 구체 수단의 개발이 시 히 요청된다고 하

다. 한건설행정측면에있어민간의힘에의

존하던 이제까지의 재개발 태도에서 벗어나 공

공의행정 재정 선도가바탕이된 ‘민 력

형’사업시행이 요구된다고 주장하 다.서충

원16)은 도심재개발을 활성화 시키는 것도 요

하지만 민간 주도 트 십에 의한 도심재개발

이 래한 서울도시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요하며공공과 민간이 력하는 트 십에서

공공이 주도권을 갖는 공공 주도 트 십을 제

안하 다.

둘째,공공용지에 련연구에서 이태일17)

은용지보상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사이에,그

리고사업구역내 토지소유자과 구역외토지소유

자들 사이에 공공용지부담의 형평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고 주장하 다.김용호,박종

오‧성백 18)은 상사업지구에서 이주해야 하

는 토지 소유자와 임 인들은 더 많은 보상수

과 액을 얻기 해서 부분의 토지소유자들

이집단 민원과 항을조직화하고있다는사

실을 보 고,이주비와 임 아 트 입주권 같은

보상을 얻기 해 보다 극단 인 항방법을 선

호한다는 사실을 보 다.

그리고 박인회19)는 공공용지개발에서 주

민의견 미반 과 자료분석에의존한 타당성조사

는 경제 이익만의 과 독단 주체 추진의

문제 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 다.그러므

로 문화가치와 경제 수익구조의 한 분배

과 마 의 목 에 부합하는 로세스를 정

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Ⅲ.공공용지 문제 분석

부담률 모형

1.도심재개발 공공용지 확보 황

우리나라의경우도심의물리 환경개선을

해 공․사익을 해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시

구역별로 공공용지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사

업진행자가 부담토록 되어있다.하지만 공공용

지 확보문제로 인해 갈등이 노출되어 재개발사

업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도심에 노후화된 시가지기능을 회복하고

부족한 공공용지를 확보함으로써 토지의 활용

도(고도화)를 높이고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

기 한 수단으로써 그 필요성이 요하게 인

식되었다.

공공용지 확보 황은 도심재개발 면 비

기존 11.9%에서 26.8%로 상향 계획되었지만,

도심재개발 사례구역에 따라 무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마포로4가 6.0%,을지로1가 9.8%

14)윤상필·김진수,앞의 논문,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2,제49집,pp.231-245

15)홍윤순,“괘상원리에 기 한 도심재개발 경 의 이원 계의 해석”,한국조경학회지,한국조경학회,2002,30권 5호,pp.16-30.

16)서충원,“도시개발과 도시정치 :도심재개발 주체로서의 공공 주도 트 십”,공간과 사회,한국공간환경학회,1999,11권 1호,

pp.62-85.

17)이태일,“ 행 공공사업용지보상제도의 개선방향”,부동산학연구,한국부동산분석학회,1992,2권1호,pp.265-285.

18)김용호‧박종오‧성백 ,“공공용지 취득과정에서의 손실보상에 따른 집단민원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부동산학회지, 한부

동산학회,2009,27권2호,pp.81-96.

19)박인회,“공공용지 개발에서의 장소마 략에 한 연구 :서울 홍 지역 공유지 개발을 사례로”,홍익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

2011,pp.8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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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0%미만으로 게 확보된 반면,다동은

38.4%,마포로3가가 43.0%로 40% 후로 확

보하고 있어 사례구역별 편차가 심해 어떤 기

에 의해 계획되었는지에 한 근거가 없다고

단된다.

기존공공용지 면 은 163,588㎡(11.9%)

로서 이들 모두도로가 차지하고있으며,기존면

에는 공원,주차장 등이 무한 상태 다.그

러나도심재개발 이후 공공용지계획은공공용지

면 이 371천㎡(26.8%)이고 이 도로가 296

천㎡(21.4%), 주차장 36천㎡(2.6%), 공원

33천㎡(2.4%)로 확보되어 있지만,구역별로

일정한 원칙이 없이 확보된 상태이다.20)

따라서 도시 추도심기능 회복과 도심 지

구단 계획의 방향설정 통일성 유지 목 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시 공공용지 면 의 확보

가 선제조건이 되어야 한다.하지만 도심재개발

공공용지확보는 도심의높은지가와 기존건물의

권리와 리처분의복잡성,사업비 과다,시행기

간 장기화 등의 특성 때문에 도심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공공용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21)

2.공공용지부담률과 용 률 분석

도심재개발구역 체 공공용지부담률 평균

은 16.41%,용 률은 576.16%이다. 화문

구역은 부담률이 13.90%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용 률은 672%로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을

지로1가의 경우,공공용지부담률은 1.90%로

제일 낮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용 률은 578%로

높아 부담률이 불합리하게 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계천7가의 경우에는 공공용지부담률은

23.9%로 높지만,용 률은 298%로 매우 낮

다.따라서 공공용지부담률과 용 률은 경제성

평가에 한 상 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과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공공용지의 치와 규모는 도심재개발사업

이 확정될 때 결정되고,22)각 지구에 한 공공

용지부담률도 이때 결정이 된다. 행 도심재개

발사업지구 에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있는

98개 지구 도로만을 확보하고 있는 지구는 47

개로 지구 체의 47,9%를 차지하고 있다(서울

시,2012).앞으로 도심재개발의 공공용지확보

가 확 요구가 필요하므로 지구별 수익자부담

의 형평성원칙에 충실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3.공공용지 확보의 문제 분석

도심재개발의 근본목 은 쾌 한 도시환경

경개선과 도심기능 회복에 있다.따라서 산업․

경제발 ,교통수단의 변화로 인한 공공용지 부

족을해소함으로써공공용지확보는 도시재개발

계획의 요한 부문이다.

앞서 고찰한 도심 재개발사업의 각 구역간

의 공공용지 부담률의 차이,도심과의 거리,건

폐율,용 률,구역면 을 고려하지 않는 등

공공용지부담계획에 한 문제 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도심재개발구역내 공공용지 확보는

장래수요에 비한 기본계획에서 16%∼27%

의 공공용지를 확보토록 되어 있으나 이에 미달

되는 사례지역이 많다.

둘째,개발이익 환수측면에서 일정한 부담

기 이 마련되어야 하나 공공용지 부담방식은

구역마다 공공용지부담률이 2.9%에서 30.2%

까지 편차가크고,확보기 이설정되지 않아 형

평성 원칙에 해된다.

셋째,도심재개발구역내 공공시설기능을

하시키고 재개발 사업효과를 달성키 어렵게

20)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 추진 황,도시계획국,2012,pp.126-132.

21)김형원·심윤수·서충원,“토지리턴제 용지공 방식의 개선방안연구”,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4,제58집,pp.261-263.

22)재개발사업은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으로서 당해 재개발 지역주변의 도시계획상황과 구역내의 인구산업 황,교통,토지 건물의 이용

황기타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 결정을 하게 된다.이때에 사업시행을 한 새로운 공공용지와 택지 등의 토지이용계획에

정한 건축계획(건폐율 용 률 층고 세 수 배치계획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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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구 역

공 공 용 지 황
공공용지

부담률

도심

과의

거리

건

폐

율

용

률

구 역

면
기 존 황 시 행 황

면 비 율 면 비 율

총 계 163,588 11.9 370,847 26.8 16.41 1.14 43.3 576 1,383,698

화 문 1,278 14.2 2,530 28.1 13.90 0.1 37.8 672 9,008

공 평 10,834 11.1 31,504 32.3 28.82 0.8 37.6 491 97,498

남 문 17,373 18.1 18,093 18.8 12.32 1.1 53.3 625 95,987

다 동 7,581 15.0 19,400 38.4 29.94 0.3 43.7 684 50,500

도 렴 11,503 15.0 22,529 30.6 15.60 0.4 43.3 470 73,603

마 포 로 1가 25,116 12.7 55,729 28.1 10.30 4.4 42.1 566 198,136

마 포 로 2가 6,383 12.7 14,267 28.5 17.00 2.8 38.6 684 50,142

마 포 로 3가 5,741 12.6 19,594 43.0 25.00 1.6 43.0 642 45,664

마 포 로 4가 779 2.0 2,335 6.0 13.00 1.5 38.1 454 39,013

마 포 로 5가 8,372 14.8 12,368 21.9 15.90 1.4 32.0 568 56,443

명 동 2,912 16.0 5,537 30.4 22.70 1.0 42.0 637 18,210

무 교 3,968 9.7 8,932 21.9 12.68 0.5 44.6 647 40,900

서 림 5,166 16.0 5,953 18.1 10.15 0.4 39.7 597 32,938

서 소 문 12,087 12.8 28,005 29.7 13.20 1.0 40.3 701 94,304

서울역-서 문1 6,898 14.1 13,171 27.0 20.61 1.1 31.2 316 48,714

서울역-서 문2 4,302 14.1 9,015 29.7 13.08 0.9 46.5 620 30,367

신 문 로 2가 78 15.0 15,400 27.8 16.34 0.4 44.8 260 55,358

소 공 536 4.1 3,597 27.2 23.05 0.7 51.4 741 13,220

선 2,379 10.1 7,385 31.3 14.50 0.6 43.1 509 23,588

장 료 2,334 14.3 2,836 17.5 10.61 1.1 60.9 767 16,203

을 지 로 1가 1,278 6.9 1,809 9.8 1.90 0.6 41.5 578 18,529

을 지 로 2가 6,480 7.5 20,081 23.2 13.80 0.8 37.2 684 86,681

양 동 6,336 6.9 26,247 28.6 19.09 1.7 43.1 661 91,924

청 계 천 7가 1,702 9.0 3,664 19.3 23.90 3.0 66.8 296 18,989

청 진 12,442 16.0 20,866 26.8 12.93 0.3 39.4 534 77,779

자료 :서울시,도심재개발사업 사례 황,2012

<표 1>도심재개발사업 공공용지 황과 각종 지표
(단 :m²,%,㎞)

하는 존치지구에 하여 공공용지를 부담시킬

수 있는 법 근거가 없다.넷째,공개공지(公開

空地)설치기 은 건축법이 규정한 개념으로 공

개공지 는 공개공간 면 은 지면 의 10%

범 에서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23)그러나 도심재개발을 활성

화하고 공개공지를확 하기 해서는건축주가

용 률과 높이제한 완화 혜택을 받는 신 지

일부를 에게 휴게공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바닥면 합계(연면 )가 5,000㎡ 이상

인 문화 집회시설,종교, 매,운수,업무

숙박시설,그밖의 다 이 이용하는 시설은 공개

공지 설치 상이 아닌 건축물의 지에 공개공

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용 률과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에 한 규제의 문제 이 있다.

다섯째,‘입지규제최소구역‘24)은 도심,노

23)이주형·변 석·김민창,“국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지정기 에 한 연구”,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2,제51집,

pp.69-71.

24)“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 률·높이 등의 제한에 한 사항 등 입지

규제최소구역의 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리계획을 말한다.국토계획법에 의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한 법률 제정은 국회 본회의 통과와 국무회의 의결,과정이 남아 있다(정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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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공용지

기존비율

공공용지

계획비율

공공용지

부담률

도심과의

거리
건폐율 용 률 구역면

공 공 용 지 기 존 비 율

공 공 용 지 계 획 비 율

공 공 용 지 부 담 률

도 심 과 의 거 리

건 폐 율

용 률

구 역 면

1.0000 .3682

1.0000

.0174

.6278**

1.0000

-.1329

-.0319

.0291

1.0000

-.0608

-.1513

.0621

.1813

1.0000

-.0281

.1269

-.1151

-.1126

.0252

1.0000

.0071

.0548

-.0118

.0692

-.0297

-.0039

1.0000

<표 2>공공용지계획과 요변수간의 상 계(R)

후․불량 건축물 집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이용에 한법률‘의 용도지역제 련규제즉토

지의이용 건축물의용도·건폐율·용 률·높이

등의 제한에 한 사항을 완화하여 다양한 기능

을 갖춘 도심 속 복합지역개발을 허용해야 도심

재개발을 활성화 할 수 있다.25)도심재개발사업

과 도심지구 활성화를 해 반드시 ‘입지규제최

소구역지정‘26)에 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확 시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

구역계획에 필요한구체 인추가입법조치가지

연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4.공공용지부담률 모형 설정

앞서제도상의문제 을분석하는과정에서

공공용지부담률은 구역별 편차가 크고 경제

형평성의 고려없이진행되었음을알수 있다.따

라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즉 개발이익환수측면

을고려하여 공공용지부담률을 계량 으로 개선

하기 해 새로운 모형설정을 하고자 변수를 이

용하여 상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1)상 분석

공공용지 확보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

게 7가지로 구분하여 상 분석을 실시하 다.

<표2>에서보는것과같이변수간상 성이

0.4이상인 것을 보면,공공용지계획비율과 공공

용지부담률만 0.6278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그리고 공공용지계획비율과 공공용지기존비

율은 0.3682로 다른 변수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요변수간상 분석결과는매우상 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각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증하는도심지의공공용지수요를충분히 충족

시켜야만 도심부 기능회복 도심공간 재배치

계획에효율 으로 처할 수있을 것이다.하지

만통계분석을통하여 비교하면 공공용지계획비

율은 각 재개발사업지구의 공공용지부담률에는

비례하여 증감하지만,도심과의 거리,기타변수

에 한 상 계는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도심기

능회복에 충실해야 할 공공용지계획이 일 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공용지확보를 해서 요한변수에해당

되는 건폐율,용 률에 한 분석에서 건폐율과

용 률 공히 통계 으로 설명력이 약하고,유의

도의 값 역시 아주 은 변수로 단되어 공공용

지확보에 향력이 없는 변수로 단되었다.

2)공공용지부담률 모형

공공용지부담률에 한 회귀모형을 설정하

기 하여 6개 독립변수를 이용하 다.하지만

상 분석 결과와 변수가 가지는 특성을 사 에

검토한결과 건폐율과 용 률은1차로 제외하는

것이 회귀식추정에타당한것으로 나타났다.그

이유는 건폐율과 용 률은 법정 한도에 의해 결

25)최형석·유정석,“도심형복합상업시설의 입주인 유치 향요인분석”,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1,제47집,pp.95-97.

26)국토계획법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에 ‘복합 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정비를 진하고 지역거 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부 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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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요약
R R제곱 수정된 R제곱 추정값의 표 오차 Durbin-Watson

.710 .505 .406 4.95120 1.899

분산분석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499.647 4 124.912 5.905 0.005

계 수

모 형
비표 화계수 표 화계수

t 유의확률 VIF
B 표 오차 베타

(상수)

(기존비율)

(계획비율)

(거리)

(구역면 )

5.624

-.331

.614

.978

-.391

4.228

.275

.138

1.224

.294

-.209

.765

.150

-.251

1.330

-1.204

4.465

.799

-1.327

.198

.243

.000

.433

.199

1.218

1.189

1.418

1.441

<표 3>회귀분석 결과 통계표

정되어지고,용 률은 앞서 설명에서 언 하

지만 부담률은 용 률과 계없이 용되는 불

합리성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용지부담률(Y)에 한 독립변

수는 공공용지기존비율(),공공용지계획비율

(),도심과의거리(),구역면 ()로 한정

하고,구역면 은 이해를 해 ha단 로 조정하

다.

회귀식의 합도를 나타내는  은 0.406이

고,F=5.095(p=0.005)이고,다 공선성(VIF)의

진단에서도모든변수의VIF가10이하로다 공

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식은

한 것으로 단된다(표3참고).공공용지부

담률에 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공공용지부담률에 향을 미치는 독립변수

를 보면,계획비율()과 도심과의 거리()은

(+),기존비율()과 구역면 ()은 (-)의

향을 나타내고 있다.이 계획비율은 공공용지

부담률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나

타났다.그리고도심과의 거리도크게 향을미

치는것으로 나타났으나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하지만 상 분석과 회귀분석 결과를 종

합해 보면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Ⅳ.합리 공공용지 확보 방안

1.제도 확보 개선방안

1)공공용지 부담기 개선방안

공공용지부담기 에 한 개선방안으로 크

게 일반 인 공공용지부담 방안,존치건물의 공

공용지부담 방안,개발부담 의 리운용 방안

으로 구분하며,일반 인 공공용지부담 방안으

로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획일 인 공공용지 부담방식을 개선

하여 지가차가 고 지구면 의 편차가 은 곳

은 면 식(부담률 심방식)을 용하고 그 외

의 구역은 평가식( 액 심방식)을 가미한 충

식으로 한다.

둘째,공공용지부담률은시행구역별기 이

익률에 따라 차등 용시킴으로서형평성원칙에

충실하도록 하는 법 인 강제조항이 필요하다.

셋째,공공용지 치는 존치건물이 없는 곳

은 지정하지 않고,그 지 않는 곳은 부담해야

할 공공용지 치 선정 는 우선 부담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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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한다.넷째,사업구역이 고 세할 경우

공공용지 부담비를 지원하여 지역별 공공용지

부담면 을 통일시키고 과분은 공용이 부담

한다.

그리고존치건물의공공용지부담에 한개

선방안으로서는 첫째,공공용지 부담분의 개발

부담 용시에는 지구별 면 식 부담비율에

의하거나,면 비율에 건축물 수익분을 추가 산

정하여 사업시행 에 존치건물의 공공용지 부

담분을 액으로 우선 분담한다.

둘째,도심재개발구역의 존치건물은 수익

자 부담원칙에 의거한 이익환수나 재개발구역

외에만 용되는 수익자부담원칙규정을개정하

여 존치건물에도 용토록 한다.

마지막으로 개발부담 의 리운용 방안으

로 첫째,개발부담 은 공공시설 조성자 의 융

자재원으로 활용하고,재개발구역의 공공용지

정비소요 자 으로 활용한다.

둘째,개발부담 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으로하되도심재개발 특별회계를설치하여

운용한다.셋째,개발부담 은 손실보상시 공공

의 선매입자 으로 활용한다.

2)공개공지(公開空地)확 방안

공개공지는 일반주거ㆍ 주거ㆍ상업

공업지역 일반인의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

해야 한다.공개공지 설치기 은 공개공지 는

공개공간 면 은 지면 의 10%이하의 범

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도심재개발을 활성화

하고 공개공지를 확 하기 해서는 용 률과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재 1.2배 범 에서 건

축조례로 완화해서 정할 수 있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그리고 바닥면 합계가 5,000㎡ 이상은

물론 규모가 은 건축물,공개공지 설치 상이

아닌 건축물27)의 지에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용 률과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을 더욱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3)‘입지규제최소구역’시행 방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 률,높이와 같

은 규제를 환화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하

여 병원,호텔,아 트 등을 한 건물에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도심지구와도심재개발활성화를 한방안

은‘국토의계획 이용에 한법률’을개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확 지정하고규제를 완화

하여 일본 도쿄의 롯본기힐스와 같은 다양한 기

능을 갖춘 도심 속 복합지역개발을 허용하기

한 원칙과 요건을 담은 추가입법조치와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2.공공용지부담률 개선방안

1)공공용지부담의 문제

도심재개발에서 공공용지부담에 한 문제

으로서는 첫째,공공용지 수요측면에서는 도

심과각구역간거리에 한일정한비율을고려

하지 않고 도심재개발이 시행되고 있다.따라서

새로운 도심기능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

려워 교통문제와 토지의 활용도문제 등 새로운

도심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28)

둘째,재개발사업의 면 ,규모에 따른 건

폐율 용 률 한 용 시행규정이 없어 공

공용지계획을 한 법 인 강제조항이 결여되

어 있다.

셋째, 행 도심재개발사업은 지구재개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어 구역면 이 소규모 필

지로 계획되어 공공용지가 분산되는 문제 이

있다.

2)공공용지부담률 개선방안

도심재개발사업에서의 공공용지부담에

한문제 을개선하기 한방안으로서 첫째,앞

으로 인구감소에 비한 도심회귀 상에 따른

27)정부균‧김유정,“가구유형별 구분에 의한 주택수요 측”,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2,제52집.pp.13-15.

28)정삼석‧정상철,앞의 논문,부동산학보,한국부동산학회,2014,제57집.pp.19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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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구의 쾌 한 생활 도,도심지 기능회복,

도심에 부족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기 하여 재

개발사업 구역면 에 따라 건폐율 용 률을

차등 용시킨다.

둘째,건폐율,용 률에 한변수분석 결과

에서 일정한 비율의 건폐율로 계획된 장이나

녹지공간의 공공용지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지구계획수립이 요구된다.

셋째,기존 공공용지면 (비율)이 타 지역

에 비해 상 으로 었던 사업구역은 개발이

익환수측면을 고려하여 공공용지부담률은 기존

공공용지비율,수익률 등에 따라 수익자부담의

형평성원칙에 의해 측모형을 정립하여 차등

용시키는 법 조항이 필요하다.

공공용지부담률 모형식에서 부담률에 가장

큰 향을미치는 변수로서 공공용지계획비율로

나타났다.따라서 향후 사업별 부담률을 향상시

키기 해서는기 이익률이높고공공용지비율

이 낮은 구역에 보다 많은 공공용지부담률을

용시키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되어진다. 한 도

심과의 거리를감안하면도심부에서의공공용지

부담률을높일수 있도록하는방안을 제시한다.

Ⅴ.결론 향후과제

1.결 론

본연구는도심재개발사업의공공용지부담

계획에 한 문제 분석과 개선 에 하여 논

의하 다.기존 도심재개발에서 공공용지확보는

원칙없이무분별하게 용되고 있음을정리하

고,공공용지부담률이 일정 기 비율로 확보하

여 용되지 않음을 분석하 다.

본 연구에서 도심재개발의 활성화를 해

공공용지 확보는 제도 개선방안은 물론 공공

용지계획에 향을미치는 요인변수들이함수

계에 의해 공공용지계획에 가장 요한 요소인

지를계량 으로 추 하여 공공용지부담률 모형

을 제시하 다.그리고 제도 개선방안과 공개

공지 확 방안,‘입지규제최소구역’시행방안,공

공용지부담률 등의 개선방안도 제시하 다.

인구감소에 비한 도심재개발을 활성화하

기 한공공용지확보방안은크게몇가지로요

약하여제시하고자한다.1)인구감소에 따른 도

심회귀 상으로 도심지기능회복을 하여 도심

재개발사업의구역면 과 기 이익률에따라건

폐율과 용 률을 차등 용해야 한다.2)기존

무원칙 이고획일 인공공용지부담방식을개

선하여 공공용지부담률 측모형 등에 의해 합

리 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3)도심지역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에서의 공개공지의 확 시행

으로 인해 도심재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

다.4)도심재개발 활성화를 해 ‘입지규제최소

구역’을 지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기능

을갖춘도심속복합개발을허용하기 한가이

드라인을제시해야할 것이다.5)기존 공공용지

비율에 계없는 부담률 용은 개발이익환수측

면 즉,수익자부담의 형평성원칙을 고려해 공공

용지부담률을 차등 용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2.향후 연구과제

향후인구감소에따른도심회귀 상에 비

하여 도심재개발정책에 한 공공용지부담계획

의 안에도불구하고향후과제로몇가지를제

시하고자 한다.첫째,도심재개발사업의 공공용

지계획을 해서는 법 보완 등의 진척이 제

조건이 되어야 하며,특히 ‘입지규제최소구역’은

더욱 그 다.둘째,시행과정에 있어서 시행자와

법 체제와의이해상충이 일어나사업의지연을

래하는 경우도 있어 보다 효율 으로 공공용

지를 부담할 수 있는 계획은 도심재개발사업을

수익자부담의 형평성 원칙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한 정책입안자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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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를 보낼

수있을것으로 단되지만,본연구에서도심지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1․2․3종),

주거지역,공업지역 등에 해서도 구체 인 요

인을 분석하여 모형을 제시하지 못한 을 미완

의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