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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pecial Building Zone, which could relieve or ignore part of the Building Act and the regulations in relevant laws,

was practically established for the creation of new urban landscape,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and the

improvement of construction-related policy. However,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the Special Building Zone as well

as the insufficiency of detailed standards in policies, the system currently cannot be operated in universal matters. In

such circumstance, this study, which is based on the current data on the Special Building Zone defined in exiting law,

attempts to analyze the multi-unit housing that has been planned by the system of Special Building Zone. Also, this

study aims to derive the Special Building Zone’s possibilities and implications that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andscape, so as to suggest solutions for effective improvement of the system. With the results above, solu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can be derived and summarized as the following. On the one hand, from ‘planning

perspectiv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in a comprehensive way with consideration of urban and local

contexts. On the other hand, from ‘procedure perspective’, some foundation shall be prepared for a system that can

allows comprehensive tasks, including the settlement of the zone, the alleviation/elimination of regulations, the approval

of building’s constructio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and the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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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에서 대표적 주거유형인 공동주택은 주변 도시

맥락과 단절된 폐쇄적이고 단조로운 계획으로 도시경관

부조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현행 법제도상의 일률

적인 기준이나 규제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

으며, 따라서 공동주택의 경관향상을 위해서 관련 법제도

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Kim & Kim, 2010). 이

에 따라 우리나라도 기존의 건축법규에 구애받지 않고 설

계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여 디자인의

우수성을 보장하면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건

축의 공공성을 살릴 수 있는 건축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이 제도적으로 도입되었다1). 하지만 이해부

족과 함께 제도상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기준이 미흡하고,

근본적으로 특별건축구역 법 자체의 한계로 인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법 내 특별건축구역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본 제도에 의해 계획되고 실제 적용된 공

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 내용

의 구성적 특징과 효율적인 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해 시

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1) Seo, S. J., & Kim, C. Y. (2010). A study on effective operation

of special architectural district. AURI.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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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우선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고찰을 통해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시점과 성격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분석의 관점

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도시경관, 지역연계, 건축성

능 등에 관한 ‘계획적 관점’과 구역지정, 관리 등 ‘절차적

관점’에서 정리 및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특별건축

구역 제도를 적용하여 계획된 공동주택단지의 실태를 조

사하고 그 특징을 정리한 후, 본 제도의 목적에 맞는 제

도 활용을 위해 운영 및 활용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3. 선행연구 고찰과 연구의 의의

기존의 유사연구는 특별건축구역제도 이해에 초점을 둔

운영방안에 대한 문헌연구가 대부분이다. Seo and Kim

(2010)은 특별건축구역과 유사한 미국과 일본 사례들을 분

석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에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

준 마련과 관련법 개정방안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다. Lee

(2015)는 특별건축구역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

한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절차의 문

제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Choi(2012)는 서울시 정비사업

구역에서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행법

(안)과 특별건축구역제도(안)를 비교하여 특별건축구역의

가능성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기존 유사 연구들은 법제도

내의 주요 규정사항들에 대해 현 공동주택단지 개발방식

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그치고 있어 도시경관향상 및 공

공성 확보 측면의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

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공동주택 경관향상에 관한 연

구로서 Roh(1995)는 공동주택에 관한 시각적 경관요소의

개발 및 평가에 대해 연구하였고, Seo, Cho, and Lim

(2007)은 경관적 측면에서 고려해야할 공동주택단지 계획

방향은 주변경관을 고려한 배치, 도로와 녹지체계구축, 장

소성 창출이라 주장하였다. Kim and Kim(2010)은 아파

트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제도요인 분석을 통해 법규개

정을 제안하였다. Kim(2012)은 경관관련 시책을 분석하여

운영·계획적 측면에서 통합적인 공동주택단지 경관계획

모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동주택

계획 시 고려되는 계획요소를 도출하거나 경관관리상의

프로세스 및 관리방식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주로 경

관창출을 위한 요소 도출과 요소별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

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특별건축구역제도를 대상으

로 공동주택의 경관향상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전무한 상

황이다.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특별건축구역제도에 의해 디자인

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하여 제도의 도입 취지 및

목표에 맞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은 특별건축구역제도를 대상으로 현

행 법안에 대한 실질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

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II. 특별건축구역제도 이해

1. 특별건축구역제도의 도입배경 및 정의

2008년「건축법」개정을 통해 건축가의 창의성을 극대

화하고 미래의 새로운 도시개념에 대응하는 건축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형태에 제약을 주는 관련법 규정을 적

용하지 않아도 되는 소위 건축법 자유구역으로서 ‘특별건

축구역’이 도입되었다.「건축법」제2조제1항제18호에 따

르면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

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

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법

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은 창

의적인 디자인을 지닌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건축 신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법적환경을 마

련하여 건축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직된 건축 관련

법령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다2).

2. 특별건축구역제도 관련 법제도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별건축구역제도에 의한 공동주택

설계 시 적용되는 관련법은 건축법, 경관법,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 등이다<Table 1>.

1) 법·시행령

「건축법」에서는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지정건축물,

건축물의 심의, 적용특례, 관리·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3). 특별건축구역에서는 건축법 및 관계법령

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는 등 특례규정을

인정하고 있으며, 완화 또는 적용배제를 받고자 하는 경

우 대체방안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증

명하도록 하고 있다.「경관법」에서는 도시 맥락적 특성

을 반영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계획인 사

전경관계획수립에 의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관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4).

2) Seo, S. J., & Kim, C. Y. (2010). A study on effective operation

of special architectural district. AURI. p. 11.

3) 건축법 제8장제69조~제77조, 건축법시행령 제105조~109조, 건축

법시행규칙 제38조의2~제38조의4.

4) 경관법 제5장제27조4항, 경관법시행령 제20조.

Table 1. List of Analyses

Categories List

Laws

Building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Enforcement rules of the building act

Landscape act,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scape act

Local 

government

rules

Standards for apartment building by construction 

committee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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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 행정규칙

서울시의 경우,「서울특별시건축물심의기준」에 특별건

축구역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였다5). 이는 건축법을 기반

으로 하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특례 적용사항, 운영

지침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보완한 것이다. 또

한 창조적인 재개발·재건축 주거단지를 위한 모델개발

의 일환으로 수립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운영지침(안)」 (이하, 운영지침)과

「특별건축구역지정을 위한 정비사업 디자인가이드라인(안)」

(이하, 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특별건축구역이 건축물 디

자인뿐만 아니라 도시 관리적 측면에서 도시경관, 주변건

축물과 조화, 도시맥락과의 연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도

록 하고 다양한 공공성 확보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

과 같이 특히 서울시에서 특별건축구역제도는 공동주택단

지 등을 대상으로 도시경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

인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III.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실태

1. 분석개요

1) 분석의 틀

본 연구는 특별건축구역제도 도입취지인 공동주택의 경

관향상 달성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관점 하에 계획적

측면과 절차적 측면 두 가지로 구분하여 내용을 분석하

였다. 계획측면으로는 당 제도에 의한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인 도시경관, 주변맥락연계, 건축디자인 및 시설운

영계획으로 나눠 분석하고, 절차측면에서는 구역지정, 적

용특례 내용을 정리하였다<Table 2>. 구체적으로 계획적

측면에서는 현행법안과 특별건축구역 적용안의 시뮬레이

션 비교6), 계획도면 및 운영계획서를 검토하였고, 절차 측

면에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적용절차를 이해하고 지자

체의 고시내용을 수집·정리하였다.

2) 분석의 대상

2008년 1월 특별건축구역이 건축법에 반영된 이후, 2010

년 처음으로 보금자리 주택건설에 특별건축구역제도가 도

입되었다. 현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구는

서울 강남지구, 부천 옥길지구, 화성 동탄지구 등 공공주

도의 보금자리 주택과 세종시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임대

주택, 한옥주택지가 주를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주도

특별건축구역제도에 의해 계획된 주택재건축사업의 실태

분석에 주목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1차아파트단

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해당 단지는 서울특별시로부

터 특별건축구역으로 계획할 것을 권고 받아 2012년 민

간재건축사업 최초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

년 8월 준공되었다.

2. 계획적 관점

1) 도시경관측면

(1) 주동의 배치

공동주택단지 내 주동의 배치를 결정하는 요인 중 대상

지에 적용된 법상 특례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건축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제한)와 제6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대상지는 도로사선제

한과 단지 외곽부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건축규제는 준

수하고 있고, 단지내부에서 적용되는 규제는 완화 적용되었

다. 현행법에 의한 계획 시 <Table 4>의 좌측 현행법안과

같이 평균적 높이의 탑상형 주동으로 이루어진 획일적인 주

동형식의 단지를 형성하게 된다. 하지만 특별건축구역제도

의 완화사항을 적용하여 고층과 중·저층이 혼재되어 있는

주동형태를 구현해 다양한 주동경관이 연출되도록 하였다.

특히 가로위계에 따른 단계적 공간구성을 통해 공공성 및

거주성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인접대지로부터의 이

격거리에 대한 완화는 적용받지 못하여 가로의 성격에 부

합하는 연도형 주거배치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5)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제23조(2015.8.6. 전부개정).

6) 본 연구에서는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안과 현저히 차이를 보이는

현행법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교검토 하였음.

Table 2. Frame of Analysis

Categories Indexes Contents

Planning

perspective

Urban

design

Site plan, Building height or stories,

Skylines and wind way

Network
Connection with surrounding area, street & 

public space, Community facilities

Building

design

Housing types, Facade, 

Residential performance

Management Community facilities management

Procedure 

perspective

Designation
Reasons, process and organization for 

designation, Modification process

Application Exceptions, Monitoring

Table 3. Overview of the Site

Location 19, Sinbanpo-ro 15-gil, Seocho-gu, Seoul Korea

Lot area (m2) 77.961.00
Building

area (m2)
13,757.00 Units 1,621

Building

coverage (%)
19.98

Gross floor

area (m2)
345,129.44 Stories B3~38F

Figure 1. Sinbanpo Apartment Complex, 2016 
Source. ANU designgroup



48 이보람·이수형·이정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공동주택단지 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를 결정하는 요

인 중에 대상지에 적용된 법상 특례사항은「건축법」제

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이다7). 현행법에 의한 높이계획 시 최고층수 35층의

일률적 높이로 계획된다. 신반포1차아파트는 최고층수에

대해 3개 층이 완화되어 38층으로 계획되었고, 단지 내

영역별 높이를 상이하게 설정하였다.

한강변영역은 3-20F, 생활가로영역은 13-20F높이의 중

저층으로, 단지중심부는 20-30F의 고층으로 계획하어 영

역 특성에 맞는 주동을 배치하였다. 또한 단지 내부에서

남측주동의 높이가 낮거나 채광부와 측벽이 마주보는 경

우, 일조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남측 주동

거리 이상 이격시키고 북측 주동의 높이를 상향하여 계

획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적용받고 있다.

(3) 스카이라인 및 통경축

서울시「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

에서는 주요경관자원에 대한 통경축과 조망점을 확보하고,

주변특성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계획하도록 유도하고

있다8). 이에 따라 대상지에서는 주변 주거 단지와 주요

가로에서 한강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두개의 통경축을 설정하였고, 다양한 주동형태 및 중저층

이 혼합된 층수변화로 차별성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

도록 계획하고 있다.

2) 지역연계측면

(1) 주변과의 연계

우리나라 아파트단지의 물리적 폐쇄성은 이미 보편화된

현상이고(Kim & Choi, 2012), 이러한 내부지향적 속성이

주변과의 교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Cha, Lee, & Kim, 2014). 특별건축구역은 공공성 확

보를 전제로 한 계획이나「건축법」에는 이에 대한 구

체적 규정은 없다. 이에 서울시「디자인가이드라인」에

서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변지역 및 시설과 연계

된 단지 내부 공공보행로를 계획하고 지역주민에게 개방

적이고 보행중심의 공간을 계획하도록 유도하고 있다9). 이

를 근거로 본 대상지는 단지 주변 주민을 고려하여 공공

기여를 통해 한강변으로 보행과 자전거접근이 용이한 통

로를 확보하였고, 대지 외곽으로 5-12 m의 전면공지를 마

련하여 한강으로의 보행접근체계를 개선하는 계획을 수립

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조건을 충족시켰다.

7) 신반포1차아파트 건축 허가 시점 기준(2014. 4).

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Development of a

maintenance model that creates a creative urban spa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 182.

9)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Development of a

maintenance model that creates a creative urban spa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 183.

Table 6. Comparative Analysis of Skyline & View Corridor

Figure 3. View from Hangang River
Source. ANU designgroup

Source. ANU designgroup

Figure 2. Layout Deregulation on Required Minimum Spacing

between Buildings inside of the Site
Source. ANU designgroup

Table 5. Comparative Analysis of Building Height

Source. ANU designgroup

Table 4. Comparative Analysis of Site Plan

Source. ANU desig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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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공동시설 계획

「건축법」에는 특별건축구역 내에 계획되는 주민공동시

설에 관한 특례사항은 규정하지 않는다. 다만「서울특별

시건축물심의기준」에는「운영지침」에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측면에서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기준을

으로 단지 내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 등 복리시설이 지

역사회와 공유하도록 제시하고 있다10). 대상지는 주변(주

거생활권 반경 1킬로미터 내외)에 대한 시설조사에 근거

하여 작은 도서관, 경로당, 보육시설의 최소 소요면적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수요검토를 통해 추

가로 주민운동시설, 입주민 회의실 등을 설치하였다

<Figure 5>.

3) 건축디자인측면

(1) 주거 유형

「건축법」에는 특별건축구역 내에 계획되는 주거유형

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서울특별시건축물심의기

준」에는「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는

공동주택 유형을 계획하도록 정하고 있다11). 대상지는 수

변형 복층주거, 고층형 통합주거, 펜트하우스 등 총 30개

의 주거타입을 계획함으로써 미래의 가구구조 변화에 대

응하는 가변형의 주거 공간을 마련하였다<Table 8, 9>.

11)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Development of a

maintenance model that creates a creative urban spa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 182.

Table 7. Comparative Analysis of Linking Communities

Figure 4. Public Access to Hangang River through the Housing

Complex
Source. ANU designgroup

Figure 5. Distribution Map of Community Facilities within a

Radius of One Kilometer of the Site
Source. ANU designgroup

10)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3). Development of a

maintenance model that creates a creative urban spac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p. 172-179.

Table 8. Housing Types and the Number of Units

Type (m2) Variation Unit

59 59A,59B,59C 323

84 84A,84B,84C,84D,84E,84F,84G 687

112 112A,112B,112C,112D,112E,112F 281

129 129A,129B,129C,129D 214

154/166 154A/ 166A 50

168 168A,168B 24

178 178A 25

200 200A,200B 4

234 234A,234B,234C 4

Total 1,621

Table 9. Housing Type Planning

Source. ANU desig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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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동 입면

「건축법」에는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입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서울특별시건축물심의기

준」에는「디자인가이드라인」에서 개방형 발코니를 통한

입면 등을 통해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을 계획하도록 하

고 있다. 대상지에서는 확장 불가능한 구조의 오픈발코니

설계 및 오픈 발코니 길이 변화를 주동 외관디자인에 적

용하고 있다<Figure 6>.

(3) 주거 성능

특별건축구역에서는「건축법」제61조에 관한 사항의

완화에 대해 동등 이상의 성능을 증빙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규 적용안이 평균적인 층수의 주동으로 법정 인동

간격을 겨우 확보하고 일조에 취약한 탑상형 주동으로 이

루어진 계획인데 반하여, 특별건축구역안은 중·저층의 주

동조합을 위주로 하고 일조확보에 지장이 없는 곳에 탑

상형 주동을 배치하고 있다. 두 계획안의 일조 시뮬레이

션 결과 연속일조 2시간 만족세대가 33% 증가하여 현행

법규적용안보다 동등이상의 일조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

타났다<Table 10>.

4) 지역개방시설의 운영계획

「서울특별시건축물심의기준」에 근거한「운영지침」에

서는 지역에 개방된 커뮤니티 시설의 운영을 위해 실효

성 있는 지역개방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

역 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운

영관리주체를 설정하고, 해당 구청과 사업자 간 운영관리

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지역 개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2). 대상지에서 지역개방시설은 피트니스

센터, 연회장, 북 카페, 방과 후 아카데미, 작은 도서관,

보육시설, 경로당, 지하공용주차장으로 이에 대한 운영계

획을 사업승인 신청 시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다(2013. 8.

21.). 계획내용에 의하면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피트니스센터, 북 카페, 작은 도서관,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며, 운영요금은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4:6비율로 부담

한다. 이 중 작은 도서관과 피트니스센터는 회원제로 운

영하여 입주민과 지역주민 간 차별이 없도록 하였다. 이

는 입주민에게 한정될 경우보다 시설 이용도가 높아지며,

적극적인 활용과 운영관리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본다. 한편, 자치구 위탁에 의해 관

리하려는 시설은 보육시설, 경로당, 지하 공용주차장 등이

며 시설별로 구청 해당부서에서 담당한다. 운영요금의 부

담비율을 위와 동일하며 지하 공용주차장의 경우에만 지

역주민이 100%부담한다. 보육시설은 구립으로 이용됨에

따라 이용요금에 대한 차등은 없으나 입주민에게 우선권

을 부여하고 있다.

12) 서울특별시(2013). 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

p. 185-186에 의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 시 지역개방 적용대상

시설물 및 개방프로그램, 운영방안, 지역주민 공동 이용효과 등이 기

재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계획서’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와 해당구청의 협약사항이 기재된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협약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Figure 6. Simulation about Open Balcony

Figure 7. Facade Design of the Buildings
Source. ANU designgroup

Table 10. Comparative Analysis of Daylighting Performance

Table 11. Overview of the Facilities for Public uses in Sinbanpo

Apartment Complex

Categories Facilities for public uses Area
Expense ratio

Dweller Locals

Managing

by

community

center

Gym, Swimming pool,

Golf practice range
2,967.46 m2

40% 60%

Banquet hall 338.96 m2

Book cafe, Tea house 255.51 m2

After-School Class,

A/V room
277.82 m2

Managing

by

trust

management

Library 398.69 m2

Child care center 965.52 m2

Senior center 210.95 m2

Parking (B3) 90 cars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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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차적 관점

1) 구역의 지정

(1) 지정 배경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특별건축구역의 지

정 가능 대상 중「건축법」제69조, 시행령 제105조제1

항에 의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된다.「한강공공성재편계획」13)에 의하면 대상지는 도

시발전의 중심축 상에 위치하며 대규모 오픈스페이스가

수변에 입지하여14), 공간구조 개선 및 공공성 확보가 가

능한 지역으로 한강의 이미지에 대한 영향력이 큰 곳이

라 판단된다. 따라서 한강변 접근 보행환경개선 및 수변

경관의 공유 등 한강변 주거지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장의 권고15)를 받아 특별건축구

역 지정 절차가 진행되었다.

(2) 지정 절차 및 주체

대상지는 2003년 조합 설립 후, 2005년 5월 건축위원

회 심의 후 사업승인을 받았다. 2011년 1월 반포유도정

비구역계획이 마련되었고 같은 해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

의에서 법정상한용적률을 기존 278.9%에서 300%로 상향

받았으며,「한강공공성재편계획」에 따른 주관부서의 의

견을 반영하도록 조건부 의결하였다. 2011년 8월, 서울시

는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사항에 대하여

추가 협의 회신을 고시16)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자는 권

고 의견을 반영하여 동년 12월 29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건축심의 신청하였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

원회 등에 의한 총 8차례 심의·자문17)을 거쳐 특례적용

과 공공기여 확보 등이 검토되었다.

「건축법」에 따르면 도시·군 관리계획 등의 사항을 조

정할 수 있는 범위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도

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의 관계 정립도 모호하여 특별건

축구역 지정 및 건축물 심의 시 정비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또한

정비사업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특별건축구역 지정

과 건축물 심의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건축위원회 심

의 결과에 따라서 정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다시 이

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반포1차아파트의 경우 2011년

12월 특별건축구역지정 및 구역 내 건축물 심의를 신청

이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역행이 발

생하였다.

한편 서울시의 한강 수변경관 관리방안 정책이 변경되

면서 2012년 5차례에 걸쳐 자문 및 심의결과를 통보받았

다. 그 내용은 주변단지와의 조화, 스카이라인, 통경축 확

보 등을 도모하고 구체적 계획과정에서 특별건축구역 지

정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2-3개 층 범위 내에서 높이완

화 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도

록 하여, 최고 38층까지 건축가능하다고 결정한 사항이다18).

이어 추가적으로 거주의 다양성 확보측면에서 소형주택(임

대주택)의 합리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단지 남측부에

위치한 재건축에서 제척된 2개 동에 대해서는 자치구청장

이 해당 주민들과의 상호협의를 통해 구역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권유받았다19). 이후 동년 9월 2차례의 심의 결과,

13) 한강 공공성 재편계획: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한

실천계획. 한강연접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5

개의 전략정비구역과 5개의 유도정비구역을 선정하여 구역별 발전

구상안을 제시. 5대 전략정비구역에는 성수, 압구정, 여의도, 이촌,

합정동이 해당되며 5대 유도정비구역에는 망원, 당산, 반포, 잠실, 구

의자양)이 해당됨.

14) 한강변 유도정비구역 발전구상(안) p. 37.

15) 건축계획심의 관련 추가 협의 회신, 2011.8, 서울시 공문

16) 해당고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기여 및 그에 관한 인

센티브에 대해서는 당시 용역 수립중인 반포유도정비구역 계획상 필

요한 부분에 대하여 부담(토지 10% 이상, 시설 10% 이상)할 것을

권장함. 둘째,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인동거리 완화,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을 검토·적용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함. 셋째, 주동의

배치 및 건축물의 높이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용역사와 MP와 협의된

사항을 근간으로 건축계획에 공공기여 등을 반영하여 건축심의를 신

청하도록 권장함. 

17)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012.4.18., 2012.6.14., 2012.6.27.), 건축

위원회 심의(2012.9.25., 2012.11.6., 2013.1.29., 2013.4.23.), 건축소

위원회자문(2012.12.18.)을 받음.

18) 2012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알림, 2012.7.10., 서울

시 공문.

Figure 8. Facilities for Public Uses
Source. ANU designgroup

Figure 9. Design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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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의「한강공공성재편계획」과 주거

재생과의「창조적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정비모델 개발」20)

에 관한 사항으로 유관부서 심의절차를 다시 이행하도록

하였다. 2013년 1월에 제3차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동의를 거쳐 5월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고시 받았다21).

(3) 변경 절차

「건축법」제8장제71조제7항에 의하면 특별건축구역 지

정 이후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 이상(특별건축

구역의 면적이 10만 m2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등 도시·군 계획시

설의 신설·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국

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

여야 한다. 대상지는 구역 지정 절차 진행 중 4차례에 걸

쳐22) 기존 재건축사업에서 배제되어 있었던 대상지 남서

측의 2-9번지(20동, 21동)와의 통합 개발을 지속적으로 권

고 받았다. 이에 따라 2-9번지와 통합하여 구역면적이

9,210.60 m2 증가하였고, 이는 기존 정비구역의 13.39%

에 해당하여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 신청이 필요하게

되었다23). 따라서 이후 2013년 사업시행 변경인가와 조합

설립 변경인가를 득하였고, 2014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되었다. 기존 신반포1차아파트는 예정 법정 상

한용적률을 300%로 완화 받았으나, 재건축에서 제척된 2

개동(20, 21동)을 구역에 포함하여, 확장구역에 대해「국

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8조에 따른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을 299.86% (280.17%→299.86%, 19.69%증가)로

완화하여 결정 받았다. 이후 세 차례의 심의를 거친 후

2014년 7월 사업시행 변경인가, 9월 관리처분 변경인가

승인을 차례로 득하였다24).

2) 특례 적용 사항

「건축법」제72조제1항에 의하면 특별건축구역에서 제

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

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25). 이에

따라 대상지에서는「건축법」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

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을 작성하여 ‘특별건축

구역 지정 및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신청서’에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대상지에서는 적

용배제 특례중 하나인「건축법」제61조에 관한 규제를

적용 배제하여 계획하였다. 단지 외부에 대한 건축규제인

정북방향 일조사선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및 인접대지 경

계선 이격거리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공지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을 준수하였다. 또한, 단지 내부에 대

한 건축규제인 인동거리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남측주동이 낮은 경우, 채광창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

한하여 인동거리 완화를 특례 적용하였다<Figure 10>. 특

례 적용의 사유는 일률적인 법률 적용 시, 고층과 중·저

층이 혼합되어 있는 새로운 주거단지 및 건축물의 형태

구현에 제약이 따르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

24) 사업대상지의 연면적(용적률산정 지상 연면적)은 통합 전

185,682.06 m2에서 통합 후 206,462.50 m2로 20,780.44 m2 증가하였

으며, 주동의 개수는 통합 전 14개동에서 통합 후 15개동으로 1개동

증가하였다. 총 세대수는 통합 전 1,468세대에서 통합 후 1,612세대

로 144세대 증가하였음.

25) 특례적용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① 제5조에 따라 기

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② 제71조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③ 제73조 제1항의 적용배제 특

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④ 제73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⑤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

리 등에 관한 계획임.

19) 2012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재통보, 2012.7.13., 서

울시 공문.

20)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과 권한이 위임되었으나 건축기준 완화

적용기준 미비로 시행이 곤란하여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지침)마

련.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건축기준 완화나 제도의 운영을 위한

특별소위원화, 공공건축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21) 서울시보 제3175호 p. 78-79. 

22) 2012년 6월부터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심의, 2012년 9월 제23

차 건축위원회심의, 2012년 12월 제28차 건축위원회심의, 2013년 1

월 제3차 건축위원회심의.

23) 기존 정비구역 면적 68,750.40 m2은 통합 후 77,961.00 m2가 됨.

Figure 10. Plan for Retaining Ancient Lights
Source. ANU design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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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권 제3호 (2017. 6)

는 창의적인 건축물 배치 및 다양한 건축물 형태 및 높

이 계획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성능관련사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

청 시 구체적인 작성이 어려워 적용받지 못했다. 이는 특

별건축구역의 취지에 있어 ‘건설기술의 수준 향상’에 상

응하는 내용으로 기존보다 동등이상의 성능에 대해 증빙

하도록 하고 있는데「건축법」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

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방화지

구 안의 건축물) 등의 내용은 추후 실시설계단계에서 계

획되어지는 내용이므로, 구역 지정신청 시에는 성능에 대

한 증빙이 어려워 특례적용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특별건축구역은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법규의 개정

과 기술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건축법」제72조제6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

취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 대상 건축물을 지

정할 수 있다.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건축물의 건축

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

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에게 제출된 모

니터링 보고서는 다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의 총괄적인 주체와 관리

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상지

에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1. 특별건축구역제도 적용실태의 특징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도시경관의 질적 개선과 건설

기준 수준향상을 위해 도입된 특별건축구역제도는 제도적

이해부족과 운영방안 미흡으로 아직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제도의 실증적인 적용실

태 분석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계획적 시점에서의 특징이다. 첫째, 도시경관측면

에서는「건축법」상의 인동거리 완화특례를 통해 다양한

주동구성과 배치, 중·저층과 고층이 혼합된 층수계획이

가능하다. 하지만 건폐율, 최고층수, 인접대지와의 이격거

리에 대한 사항 등은 인접대지와의 정합성문제로 완화적

용 받지 못하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지역연계

측면에서는「서울특별시건축물심의기준」에 근거해 공공

공간으로의 접근체계 계획, 보행중심의 가로 및 외부 공

간 계획, 커뮤니티 시설계획 등 도시와 지역을 고려하여

계획하고 있다. 이는 특별건축구역제도와 연계한 지자체

별 특화된 심의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건축디자인측면에 있어 다양한

평면타입 계획은 미래의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가변형

구조 도입으로 공동주택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특히 단위세대의 일조측면에 있어서 동등이

상의 성능을 증빙하도록 되어있어 현행법(안)보다 우수한

주거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

편 지역개발시설은 운용비용과 관리주체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있다. 특히 특별건축구역제도가 공공성을 기반

으로 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건축법」상에서 공공기

여시설(커뮤니티시설)에 대한 특례사항이 없는 한계를 가

지고 있다고 지적될 수 있다.

한편, 절차적 관점에서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지정측면에서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의사결

정권한의 일치로 인한 구역지정 후 사후관리가 용이해진

장점이 있다. 다만, 지정 및 신청권자가 한정되어 있어 민

간주도 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

청할 수 없는 제도상의 한계점이 있다. 또 지정절차에 있

어서는 상위계획과의 관계정립의 모호함으로 인해 절차에

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에 따라서 정비계획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 등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

는 등의 행정운영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둘째, 특

례적용사항을 보면 건축물의 성능관련사항은 현실적으로

판단이 불가해 적용되지 못했다. 또 모니터링의 총괄적인

주체와 관리내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2.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선방향

특별건축구역제도가 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공동

주택의 경관향상을 위해 매우 유효한 제도라는 전제 하

에 보다 효율성 있는 제도 활용을 위한 몇 가지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안함으로써 본 연구를 결론짓고자 한다.

첫째, 특별건축구역제도가 도시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

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법상에서 도시맥락과 지역연계를

고려한 특례사항이 없다. 또 특례사항 중 인접대지와 관

계된 항목은 주변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특혜시비의 오해

로 인해 적용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도시와 지역적 차원을 고려한 통합적 제도개선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특별건축구역제도의 목표인 새로운 도시경관 창

출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열

린 도시주거를 형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지역의 맥락 및 인문 사회적 현황을 파악하여 계획

하도록 하거나, 주변 경관자원과 조화되는 대지조성 및

배치계획을 통해 단순한 공동주택 단지경관이 아닌 도시

적 차원에서 통합적 경관형성을 구현해 낼 수 있는 제도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건축물의 가로 인접배치를 보다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나 인동거리에 대한 사항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주동 배치의 유연성은 물론 가로경관 활

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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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공동주택 등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규

제’가 되는 기본 법제도와 더불어 최적의 디자인을 유도

하고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차원의 디자인 ‘유도’

지침(Design Guideline)의 마련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도

시설계수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절차적 관점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제안하면 다

음과 같다. 우선, 특별건축구역은 제도의 목표에 따라 구

역 지정 기준과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재정립할 필요

가 있다. 공공(지자체)주도의 구역지정과 사업대상구역을

한정적으로 정하는 것보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유

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구역이면 누구라도

구역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

하다. 다음으로, 지정절차에 있어서 구역의 지정과 도시·

군 관리계획과의 관계정립이 중요하다. 따라서 특별건축

구역 지정절차와 도시·군 관리계획의 사항을 연계하여

구역의 지정 이전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

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전자문을 받고, 그 이후

정비계획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관련 규

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특별건축구역

제도는 단순히 규제완화 통한 특혜 제도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도시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로 인식하고 공공성 증대와 경관 향상측면에서 다양

한 논의가 이우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구역의 지정취지

에 맞게 건축행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디자인 전문 인력

에 의한 총괄 책임제를 도입해 구역의 지정 이후 규정의

완화·배제 사항을 포함하는 건축물의 인허가, 시공단계,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의 총괄적 업무에 대해 포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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