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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서, 조합 설립 이전 

행정청이 정비사업의 골조가 되는 내용에 대하여 계획을 입안하여 결정하게 

된다. 정비사업 진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쟁송은 정비계획의 

요건이나 절차적 하자에 대하여는 다루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정비계획이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과 같이 직접적으로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구속력을 지니므로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조합의 정비사업 계획에 있어 공적 주체인 관할 

행정청이 정비사업의 도시계획사업적 요소를 관철하는 수단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비계획의 도시관리계획이자 정비사업의 기초가 되는 

계획으로서의 법적 성질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과 정비계획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비계획이 기존 

도시계획과 충돌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의제할 수 있으나, 용도지역의 

경우 같은 도시관리계획임에도 지구단위계획과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계획으로서 기능한다. 도시기본계획과 정비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이 계획들에 구속되나, 정비기본계획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  

정비계획의 처분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비계획은 토지등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조합을 형성하여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수범자를 대상으로 건축요건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이 행정계획으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되나 그 

절차적 하자를 통해 정비계획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가 필수적 절차로서 추가되며 정비계획의 본질적인 요소를 구성한다.  

…………………………………… 

주요어 : 정비계획, 정비사업, 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재개발, 도시계획, 행정계획 

학 번 : 2017-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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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2019년 3월 12일 서울시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도시⸱건축 혁신안은 크게 아파트 정비사업과 건축디자인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그 중 특히 아파트 정비사업 관련하여 사전개발 

제도는 정비계획 수립 전에 공공이 건축계획, 지역특성, 사회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단지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이전에 행정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각 지자체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지자체 단위로 일률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던 정비계획의 수립을 단지별로 다양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청의 제도의 도입에 앞서,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정비사업이 전체 도시계획법의 맥락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도시정비법의 도입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에 있어 행정청이 

정비계획을 통해 어떠한 행정계획적 목적을 관철할 수 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범위 

 

[연구의 목적] 

행정계획은 전문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 수단을 조정하는 ‘행정청의 행위’이다. 행정계획의 수립은 

전문적인 판단을 요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행정처분에 비해 수범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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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하기 때문에 행정청에게 넓은 계획재량이 보장되고, 재량의 

현저한 일탈⸱남용이 없는 한 정비계획 내용에 관한 결정은 취소되지 

않는다.  

정비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행정계획과 달리 대부분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로 이루어진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행정청의 

지위를 부여받아 관련 행정계획을 세운다는 점에서 일반 

도시계획사업과 차이가 있다.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총 세 단계에 걸친 계획으로 정비계획이 구체화되고, 위 계획들을 

기초로 정비사업상의 건축행위와 분양 및 그에 따른 소유권 변동이 

이루어진다.  

위 세 계획중에서도 정비계획은 조합설립인가 전 관할 행정청이 

세우는 계획으로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서 조합이 

스스로 재산 관계의 세부적 조정을 결정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한 특성에 비추어 살피건대, 정비계획은 조합 설립으로써 

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의 자율에 맡기고 관할 행정청이 감독청의 

역할을 수행하기 전, 행정청이 도시 내의 토지이용과의 조화 및 

상위계획의 반영을 계획하고 이를 정비사업의 후속 계획에 관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비사업 또한 여타 도시계획사업과 마찬가지로 

토지의 효율적⸱지속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계획의 

일종이기 때문에 주변 토지의 이용 현황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 

전체적인 도시계획에 편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상위 계획에 

구속됨은 물론 행정청의 전문적 판단과 재량 하에서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수립될 것을 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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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범위] 

이에 따라 정비계획의 각 요건이 전체 도시계획의 맥락에서 가지는 

역할과 법적 구속력은 정비사업의 진행 및 도시계획 전체의 성립에 

있어 중요한 주제이다. 그러나 현재 정비계획의 수립 시 요건 충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더하여 의견 수렴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사 

절차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과 별개로, 행정청의 공권력 

작용의 일종으로서 정비계획이 도시계획 법제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며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정비계획과 일반적 도시계획 등의 

기존 도시계획과의 관계 및 그에 따른 법적 문제를 살펴보고, 둘째, 

정비계획의 각 요건의 법적 의미를 고찰하며, 셋째, 정비계획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 정비사업의 후속 단계에 미치는 

구속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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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비계획의 의의 - 정비사업의 기초계획으로서 정비계획 

제1절  정비계획의 연혁 

 

[정비사업의 도입] 

정비사업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가장 먼저 한국에 도입된 

개념은 재개발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이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대규모 주택단지의 개발로써 시작된 것과 

달리, 재개발사업은 1966년 세운상가 재개발지구 지정 1을 시작으로 

정부 주도 하에 노후한 도시지역의 재정비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세운상가를 비롯하여 초기의 재개발 지구 고시는 도시계획 가로 위에 

건물을 짓는 것 또는 무허가불량주택지구의 수용을 의미할 뿐 실제로 

현대적 의미의 정비계획으로써 기능하지는 않았다. 도시계획으로서 

정비계획이 도입된 현대적 의미의 정비사업의 시작은 1971년 소공 

및 무교지구 재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최초의 현대적 의미의 정비사업과 법적 근거] 

1966년 10월 31일 미국의 36대 대통령 존슨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당시는 미국-일본간 위성방송이 가능하게 된 지 몇 해 

안되었을 때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통신망을 빌려 존슨 방한 뉴스를 

한국과 미국에 실황중계하였다. 이 때 전 세계로 서울의 풍경이 

송출되었는데, 그 첫 모습은 시청 맞은편 소공 및 무교지구 위치의 

중국인 마을이었다. 당시 이 마을은 고층 건물이 거의 눈에 띄지 

 
1 1955년 10월 15일자 건설부고시 제28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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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슬럼가였는데, 시청 바로 맞은편에 이와 같은 슬럼가가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에 미국의 거의 모든 지역 

교민회에서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냈고, 이는 소공 및 무교지구 

재개발, 나아가 서울 도심 재개발의 신호탄이 되었다.2 

그러나 당시에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근거 벌률이나 법규명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1962년 1월 20일에 도시계획법이 공포된 바 

있었으나, 당시에는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에 대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고, 법 제2조에서 도시계획을 ‘도로, 광장, 공항, 

… 토지구획정리, 일단의 주택지경영, 일단의 공업용지조성 또는 

일단의 불량지구개량에 관한 시설’에 관한 계획으로 규정함으로써 

불량지구개량의 가능성만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1965년 4월 

20일자 시행된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불량지구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1971년 1월 19일 도시게획법 개정안에는 

‘재개발사업’을 “일정한 지구의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새로운 

기능으로 진화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정의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최초의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형태] 

위 입법 직전 신설된 서울시 도시계획과 재개발계획계의 

계장직무대리인 김익진은 위 시청 맞은편 중국인 마을을 재개발하기 

위해 소공 및 무교지구 도심재개발 사업의 재개발계획용역을 

발주하였다. 일본에서 시행되던 재개발사업을 시찰한 김익진은 용역 

 
2 손정목. (2003).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 서울: 

한울. 1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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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로 하여금 대상 지역의 토지⸱지질⸱건물⸱인구⸱교통⸱경제 등의 

면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 공정한 환지의 보장을 꾀했고, 아울러 

토지이용⸱건물계획⸱인구배치⸱공급시설⸱교통계획의 부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3  이 것이 한국 최초의 조직적 계획에 의한 

현대적 의미의 ‘정비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소공 및 무교지구 재개발 사업에서는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한 

화교들의 희망사항을 고려하여 화교 소구를 구성하였으며, 상태가 

좋은 건물이 들어선 지역은 재개발지구에서 제외하는 등 구역을 

확정하였다. 서울시는 화교 토지소유주들과 합의하여 구역⸱건물 

규모⸱자금조달계획⸱이주대책 등을 계획하여 발표하였다. 이는 최초의 

정비사업의 포괄적 계획, 즉 정비계획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4   

 

 [도시재개발법의 입법] 

1971년 개정된 도시계획법에서는 제33조에 ‘재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에 

가수용계획 및 시행기간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여 실시계획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이후 

1976년 제정된 도시재개발법 제5조 제5항에서 ‘재개발사업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건설부장관이 

이를 결정한다.’라고 하여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건설부장관은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재개발사업의 명칭, 구역, 면적, 

 
3 손정목. (2003). 위의 책, 132p 

4 그러나 실제로는 이후 화교회와 서울시간 협의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개발의 지체 

끝에 ㈜한국화약이 해당 부지를 모두 매수하여 개발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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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건축시설의 용적·건축면적·높이·배열 및 

용도 등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전체적 설계를 요한다는 점에서 정비계획과 같은 맥락을 

이룬다.  

도시계획법에 의해 규율되던 재개발사업의 절차 및 내용이 

도시재개발법이 제정되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규율됨에 

이르렀는데, 도시계획법에서는 사업의 시행요건, 시행자, 실시계획의 

내용, 서류의 공람과 의견의 청취, 토지보상, 관리처분계획, 분양처분 

등에 대해서 규정하는 반면 도시재개발법에서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1971년 도시계획법 

상에서는 시행자를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로 구분하여 행정청이 

아닌 자를 법인과 조합으로 한정하였으나(제32조), 

도시재개발법에서는 토지등의 소유자 및 그들이 설립하는 

재개발조합(제9조), 지방자치단체(제10조),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제3개발자(제11조)등으로 시행자의 범위를 넓히고 세분화하였다.  

 

[주택건설촉진법의 등장] 

반면 주택건설촉진법은 1972년 12월 30일 주택이 없는 국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주택의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는데, 대단지 

집단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으므로 

토지 재정비를 통한 주택단지 건설이라는 측면에서는 재건축 사업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건설한다는 의미의 재건축사업이 규정된 것은 

1997년 12월 13일 개정시였다. 1997년 개정에서는 제44조의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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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별도로 재건축 사업의 

정비계획이나 시행계획 의무에 대해 규정하지는 않았다. 제6조에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3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을 뿐이다.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은 1992년에 이르러 입법되었다. 이 법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요건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등을 규정하여 도시재개발법과 비슷한 

구조를 띠었다. 제3조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제6조에서는 

지정고시가 있은지 1년 내에 토지이용계획, 도로, 상하수도 기타 

공공시설의 정비, 주택의 건설 및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일종의 정비계획과 

같은 형태를 입법 시기부터 규정하고 있었다.  

초기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제5조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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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여 일반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꾀했다는 점이다. 

일반도시계획과 정비계획이 충돌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우선으로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정비사업법의 통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언급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각기 다른 

법에 의해 규율되고 있었고,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의 시행에 의하여 세 사업은 

통합하여 하나의 법령으로써 규율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재개발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은 폐지되었고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규정은 삭제되었다. 초기 

도시정비법에서는 위 세가지 정비사업 이외 도심 재개발의 역할을 

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도 규율하고 있었으나 2017년 도시정비법 

개정에 의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어 

규율된다.  

이와 같은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모두 제4조(2003년 

제정 당시)에 의해 정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구역 지정 및 포괄적 

계획을 세우게 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아야 정비계획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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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비사업의 목적과 종류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노후된 지역을 새로이 개발함으로써 

건축물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도시 기능의 회복을 꾀하는 

사업이다. 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정비계획은 정비 사업 시행에 앞서 정비 

대상지의 전체적 형태를 계획하는 역할을 한다. 

 

[정비사업의 목적]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의 목적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후된 지역을 

새로이 개발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현대화하고, 현대화된 건축물을 

공급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노후화된 건축물이 현대화된 건축물로 대체되면 

기존 건축물이 안고 있던 안전⸱방재 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주거⸱상업 등 건축물의 고유의 용도에 따른 역할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현대화된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주거, 업무, 

상업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건물의 건축 또한 

늘어나고, 이에 따라 토지의 효율적이고 다각적 사용을 도모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종류와 그 구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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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정비사업의 구분 기준에 있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정도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경우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고도로 밀집한 경우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분류한다. 

또한 기반시설이 불량하여 사업 시행 시 대규모의 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재개발 사업, 보다 기반시설이 양호한 경우 

재건축사업으로 분류한다. 기반시설의 미비 여부로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하지만 실무에서는 재건축의 경우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통하여 조합원 및 건설사가 충분한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인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민간 주도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지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토지소유자 또한 균질하지 않아 개발 이익을 

기대하기 힘드므로 사업의 진행이 쉽지 않아 정부 주도의 개발 

비율이 비교적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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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정비계획의 의의] 

광의의 정비계획은 정비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과 

정비계획(정비구역)을 통칭하고, 협의의 정비계획은 상위계획인 

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정비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전환하는 실천계획이며 행정계획이다.5  

정비계획은 2003년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어 각 개발사업이 

정비사업으로 통합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 도시정비법 제정 전에도 

주택재개발, 도심재개발 등에 관하여는 ‘기본계획’이라 하여 

정비계획 유사 제도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재개발기본계획은 단순히 재개발의 대상범위를 설정하고 각 

구역별로 공공시설이나 개발밀도 등에 대한 계획기준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작성되었고 6 , 현행 정비계획이 구역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과 달리 당시의 재개발기본계획은 구역지정에 

선행하여 수립되는 것이었으므로 정비계획보다는 정비기본계획과 

유사한 계획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시행령상으로 

재개발사업의 결정 또는 변경시 재개발사업의 명칭, 구역, 면적, 

공공시설의 위치 및 규모, 건축시설의 용적·건축면적·높이·배열 및 

용도 등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으므로 당시 

재개발기본계획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기반을 두었다는 것도 현행 

 
5 하해진, 이현호 (2005). 도시계획 관련제도 고찰을 통한 효율적 도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지구 단위 계획과 정비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1(11), 243-252. 

6 김기호, 도시재건축의 개선방향:21세기의 도시환경과 공공부문의 역할, 도시문제,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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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2003년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규정되던 재건축사업은 

기존 주택단지 구역을 그 경계로 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였으므로 

별도의 정비구역 지정의 개념이 없었다.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이 

정비구역이 지정임을 감안할 때, 별도의 현대적 의미의 정비계획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주택단지 건설자로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여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로서 사업계획만을 규정하였다.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등을 포함하도록 

정하였다. (제9조 제1항) 정비구역의 지정과 정비계획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절차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등의 지자체장(이하 ‘지자체장’이라 

한다.)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단계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가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  

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 등의 일반적인 도시계획이 구역을 설정하고 

구역 내 건축허가요건 내지 용도를 규율하는 포괄적 계획인 반면 

도시계획시설계획 등은 특정 부지 내 건축 집행단계까지 행정청이 

지침을 발할 수 있는 계획이라면, 정비계획은 일반적 도시계획과 

같이 광범위한 정비구역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 집행 

지침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도시계획시설계획과 유사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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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고시 절차] 

정비계획의 수립과 정비구역의 지정은 시간적으로 부착되어 있어 

정비구역이 지정됨과 동시에 구역 내 사업의 지침인 정비계획이 

수립된다. 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는 곧 정비계획의 수립 

절차와 같은 의미가 된다. 7  정비구역이 고시되는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제8조 제1항) 후 30일 

이상 주민설명회 및 주민에게 공람하여 정비계획에 반영(제15조 

제1항),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동조 제2항),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16조 제1항)을 거쳐 정비구역을 고시하게 된다.(동조 제2항)  

정비구역 설정이 정비계획 수립과 별도의 계획으로서 정비계획 

수립시 그 계획 수립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체의 계획의 

일부로서 정비구역을 설정하는 것이다. 정비구역 지정이 구체적인 

집행계획의 전단계인 정비계획 수립의 일부로서 기능하므로 

정비계획은 일반적 도시계획이 갖는 추상적 재산권 제약이 아니라 

소유권에 직접적인 제한을 가하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7 김종보(2018), 건설법의 이해, 도서출판 피데스, 40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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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비계획의 수립절차 

 

[행정계획으로서의 정비계획] 

행정계획이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의 종합, 조정을 통하여 목표로 제시된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의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 또는 

그의 설정행위이다.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하는 데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는다.8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1단계 계획), 

사업시행계획(2단계 계획), 관리처분계획(3단계 계획)은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공통적 절차로서 개발 행위의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의 각 단계는 

행정청에 의해 주거 환경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행정계획으로 볼 수 있다. 

행정계획은 행정청이 별도의 집행 행위를 예정하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행정행위에 비해 폭넓은 수범자를 

대상으로 하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처분성 여부가 문제가 된다. 전통적인 견해 대립에 따르면 행정행위설, 

행정입법설, 독자성설이 대립하나 행정계획을 별도의 행정입법으로 

규율하지 않는 우리 법제 상에서는 무용한 논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처분성 긍정설과 처분성 부정설, 부분적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고, 다수설은 행정계획 전반에 대하여 처분성을 긍정하고 있다. 9 

정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생각건대, 

 
8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8567, 판결 

9 김병기. (2013).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입안제안 거부와 형량명령. 행정법연

구, (37), 17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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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 또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소송의 본안 판단에서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는 행정계획으로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따라서 행정계획의 재량권 일탈을 이유로 

하여 행정계획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행정계획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길이 실질적으로 

봉쇄되므로, 행정계획은 절차적 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비계획의 위법성을 다툴 때에는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다투어야 한다. 10 

 

 [일반적 도시계획과 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비교] 

일반적인 도시계획의 수립 절차는 기초조사, 도시⸱군 관리계회안 

작성,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취,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군 관리계획의 입안,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정 및 고시, 일반공람 등의 절차를 거친다. 11 

정비계획 또한 국토계획법상 관리계획의 일종이므로 위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정비계획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절차들이 있다. 예를 들어, 정비계획의 경우 특정 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구역에서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가 필수적 절차로서 

추가되며, 정비계획의 본질적인 요소를 구성한다.  

 

 
10 석종현.(2014). 행정계획 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67(): 383-400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0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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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권자와 결정권자] 

도시정비법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이고,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결정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8조) 본조는 구청장등에게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단순히 형식적인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각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추어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을 수립하고, 나아가 

이를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까지 듣도록 하고 있는바(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이는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12 

도시정비법 체계는 정비계획의 수립 주체를 입안권자(시장 또는 

군수)로 보고, 관련 의견 청취 절차를 두어 시⸱군 단위의 

행정계획으로서 정비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정비기본계획뿐만 

아니라 기존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정비계획이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정비계획은 토지등소유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방식이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바, 입안권자가 이에 

대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준하는 심사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정비계획의 역할이 결정된다.  

 

 

 
12 송현진ㆍ유동규.(2010), 「재개발ㆍ재건축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 105,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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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기초조사 및 확인사항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각 호의 사항 13 을 조사하여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여기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건물의 노후도 및 

밀집 등을 요건으로 한다. 14  더하여 위 [별표1]에서 규정하는 

요건은 추상적 요건으로서, 각 목의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구체적 판단기준을 정하게 되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정비조례’) 제6조에서 

정비계획입안대상지역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조사 결과가 

정비조례의 요건에 부합하여야 정비구역의 지정이 가능하다.  

 

[기초조사의 하자와 정비계획의 효력] 

기초조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정비계획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판례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기초조사를 적법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라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15 

반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대하여 판례는 “준공된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이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정비사업에는 

 
13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14 이 요건에 대하여는 제4장 제2절 구역지정의 기준에서 다루도록 한다. 

15 대법원 1990. 6. 12. 선고, 90누2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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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또는 건축물 수용이나 매도청구 등과 같이 재산권 제한에 

관한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을 고려할 때,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16 라고 

판시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에 앞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함을 

판시한 바 있다. 

판례에서 제시된 요건의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이해관계’ 및 ‘건축물의 노후도’ 등의 요건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요건으로서 노후도와 소유 관계를 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위 요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여 

무효사유가 된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는 

기초조사절차가 생략되더라도 무효사유로 볼 수 없지만 정비계획의 

경우 기초조사절차 중 노후도 및 소유관계 요건에 대하여는 생략된 

경우 무효사유가 된다.  

 

２.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일반적인 행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에도 주민 및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구비되어 있다. 행정계획의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인정함과 동시에 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도록 

 
16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16592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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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위법성의 사전적 통제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다.17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15조 제1항) 또한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동조 제2항)  

이처럼 계획의 입안 초기 단계에서 해당 지역 주민에게 

정비계획을 공람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는 향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토지의 수용 또는 매도청구 등 해당지역 주민의 권리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의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공람은 주민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제출권만을 주는 것으로 구역지정에 대한 동의여부까지 묻는 것은 

아니다. 18  결국 주민 의견 제출에 대하여 절대적인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지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행정청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은 재량의 

일탈⸱남용이 없는 이상 의견 정비계획 형성의 권한을 가지며 주민 

의견의 반영 여부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데에 판단 

요소가 될 뿐이다. 지방의회 의견 또한 참고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별도의 구속력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17 정태용, 나채준, 김남철. (2014). 우리나라 개별법에서의 행정계획수립절차의 현황. 

토지보상법연구, 14, 241-282. 

18 장찬익⸱송현진(2007),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명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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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구역지정의 신청, 심의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고,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8조 제4항 내지 제5항)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여기서 

경미한 사항이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각 호 19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비구역지정의 처분성] 

정비사업 관련 소송은 정비계획에 대한 소송보다는 

 
19 1. 정비구역의 면적을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3년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용도범위에서 건축물의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는 경우, 7.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8.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 법 제66조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변경하는 경우,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변경인 경우,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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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 무효에 대해 

다투는 등 재산권의 분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20  또한 일반적으로 정비계획 

단계의 소송은 정비계획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보다는 

정비구역지정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비구역지정은 정비계획의 내용의 일부로서 정비계획과 별도로 

처분성을 인정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정비계획과 별도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위법성을 판단한다. 정비구역지정처분의 처분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정 전 판례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 없는 한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21 다고 판시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행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처분성을 인정하되 행정청의 재량을 넓게 

판단하였고,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 판례 또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 

불비시 별도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 없이 요건의 불비만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 22  그러나 정비계획이라는 포괄적 계획이 

등장한 것은 2003년 도시정비법 제정으로, 정비계획이 정비구역 

지정을 포괄하고 있음에도 정비구역 지정의 처분성을 별도로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0 조필규. (2010). 정비사업의 소송유형 및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7), 

67-81. 

21 대법원 1993.10.8. 선고 93누10569 판결 

22 서울행정법원 2010. 8. 12. 선고 2009구합20755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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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추상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행정청의 판단 여지를 넓혀 광범위한 재량을 담보하는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과 달리, 동의율 요건 등 수치화된 요건을 

부여하여 재량 일탈남용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비계획은 정비구역뿐만 아니라 용적률, 

소형주택비율 등 전반적인 정비사업의 계획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도시정비법 및 국토계획법의 취지에 따라 국토의 개발⸱보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부합하고 전반적 계획의 측면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경우 정비구역 요건 자체가 불비된다 

하더라도 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４. 고시 및 보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 

또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의무를 진다(도시정비법 제16조 제3항).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정비계획의 요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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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도시계획과 정비계획의 관계 

 

정비계획은 도시계획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정비계획과 도시계획은 상호 구속적인 관계에 있다. 해당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이 정비계획의 수립을 

구속⸱제한하기도 하고,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인하여 기존의 

도시계획을 바꾸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해당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고도지구가 설정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가 제한되고 이로 인해 정비사업의 

용적률에 영향을 주게 된다. 둘째로 도시계획이 토지이용 상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정비계획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도시계획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건물 용도, 높이 등의 제한이 토지 

이용 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이용상태는 현재의 토지이용자의 

수 및 성질, 토지 소유 관계 가 달라져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정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의 노후도, 

호수밀도 등 정비구역지정 요건에도 연관된다.  

따라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해당 구역의 도시계획에서 

규정하는 제한 요건과 맞물려 정비사업 결과의 물리적 형태를 

구상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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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의 상호 의제 관계 

 

[도시관리계획인 정비계획] 

우리 도시계획 법제는 국토계획법을 위주로 하여 구성된다. 

국토계획법은 제2조 제2호에서 도시⸱군 게획(이하 ‘도시계획’이라 

한다.)에 대해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정의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관리계획’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정비계획 또한 행정청이 

정비구역에 대해 수립하는 공간구조에 관한 계획으로서 그 의미상 

도시계획에 속하고, 법령상으로도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제라목에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정비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임을 명시하였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된 다른 도시관리계획들과 

정비계획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구단위계획이 

정비계획과 중첩되어 계획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내용 

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질적으로 포함되는 경우 정비계획이 

어떻게 다른 계획을 배제하거나 준용할 것인지 정리되어야 한다.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각 목 및 동법 제50조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 모두 도시관리계획에 속한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자치구별 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갖는 도시관리계획이며 정비계획은 도시정비법 

제4조에 의해 수립된 정비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갖는다. 또한 

자치구별 기본계획 또한 정비계획을 구속한다. 또한 정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을 

상위계획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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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도시계획 유형으로서 정비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속하는 도시계획들은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과 

넓은 의미의 도시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 의해 

규율되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등은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이다.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은 “도시(市街地)내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대상지역을 구획하고 그 위치와 면적 

및 법적 성격을 확정함으로써 대상지역내 토지의 건축허용성 및 

건축허가요건을 정하는 행정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기존 

도시계획에서 건축허가요건 등을 설정하여 소극적으로 토지의 

이용을 제한한 반면, 정비계획의 경우 적극적으로 시가지를 

형성하는 도시계획이라는 점에서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과 다르다.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에 정비계획과 같은 적극적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도시계획을 구성하고, 정비계획을 포함하여 

적극적 시가지 형성 기능을 하는 도시계획은 도시정비법 등 

개발사업법에 의해 정의된다. 현재의 법체계는 좁은 의미의 

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 개발사업에 관한 적극적 도시계획은 

도시정비법에 규율되어 있는 구조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4장 제4절의 각 조문에 의해 

규정되는 계획으로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달리 지구단위계획의 대상지로 지정된 국토의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된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범위는 용도지구, 

정비구역,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등 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계획이 수립된 지역 및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그 밖에 양호한 



30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이다.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의 관계]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정비계획과 같이 시가지를 형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으나, 소규모 특수도시계획으로서 상세한 

내용을 담기 때문에 정비계획 절차와 병행하여 수립된다는 점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에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지구단위계획이 함께 수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어 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하는 조항이 생기면서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함께 수립된다.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의 관계에 대하여는 동일한 위계에 

수평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으나 23  두 

계획간의 관계가 그와 같이 간단히 정리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정비계획 구역 지정으로 의제되기도 하는 유동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 

지구단위계획은 고전적인 도시계획의 특성인 보편성과 획일성을 

갖지 않고, 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용도지역이 설정된 

가운데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해 구역을 지정하고 수립되는 

 
23 하해진, 이현호. (2005). 위의 논문, 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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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도시계획가들은 지구단위계획을 

일반도시계획과 달리 특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의 특별한 

유형으로 본다.24  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의제에 대하여는 

우리 법에서 명문의 규정을 찾을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실무상 정비계획 변경 절차의 문제점] 

따라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존재하는 구역에서 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변경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의제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 

정비계획 수립 시 대체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가 선행된다.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에 비해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계획이므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이 별개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는 구조이고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다고 하여 별도의 개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수립되어 있는 도시관리계획이 새로 

수립된 계획의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상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토지에 요건에 반하는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금지되나, 동일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에 충돌하는 내용의 새로운 정비계획이 

 
24 박은관 (2001),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0-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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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되는 경우 새로이 수립되는 계획을 기준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도 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지구단위계획 의제 조항은 정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보는 한 

확인적인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실무에서 정비계회 수립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선행하는 관례는 한 번으로 족한 행정계획을 두 단계에 걸쳐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동일한 계획을 두 단계의 절차에 나누어 

함으로써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하나의 

단계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기존 

지구단위계획이 당연히 변경되며, 정비계획에 첨부되는 도면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명시하면 족하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정비계획 의제] 

위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조항과 반대로, 도시정비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정비계획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는 경우에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본조는 도시정비법 도입 시에는 부칙에 

위치한 조문이었고, 국토계획법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의제하였다. 그 취지는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세부 개발계획으로서 이미 수립되었던 

지구단위계획을 정비계획으로 전환하고자 함이었다. 이에 따라 위 

도시정비법 부칙 조항은 모든 지구단위계획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을 위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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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5  현행 조문은 ‘제9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규정하였다.  

 

[정비계획 수립시 국토계획법 규정의 적용]  

결국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은 어느 쪽을 먼저 

수립하든 두 계획이 모두 수립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다. 

정비계획에 필수적 요건인 구역지정요건이 지구단위계획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정비계획의 요건을 갖춘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써도 정비계획을 의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시 위 조항에 의하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적용되는 조문들이 적용된다. 26  따라서 정비계획은 기존의 

용도지역을 폐지하고 제한을 대체하는 계획으로 볼 수는 없고 27 , 

다만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용적률⸱건폐율⸱고도 제한이나 건축선과 건축물의 배치⸱형태 등을 

수정하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25 김종보,⸱전연규. (2009).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 1,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6 종래 규정에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세분화를 규율하였다. 2011년 국토계획법 

개정 전 지구단위계획은 제1종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구분하였는데, 지구단위계획

을 개발수단으로만 인식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시개발방식을 수용하기 위해 

국토게획법이 개정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구분은 폐지

되었다.([시행 2012.4.15] [법률 제10599호, 2011.4.14, 일부개정]) 

27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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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요건과 정비계획 요건의 비교] 

 

<그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3호 신림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그림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5호 관악구 강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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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 항목에는 

유사점이 많다. 용도지역의 변경과 용적률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되, 정비계획의 경우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반드시 

포함되며 건축선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보인다. 정비사업은 전체 구역에 대해 새로이 구획정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역 내에서 건축선이 재설정되므로 건축선 

정리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등의 완화] 

정비계획의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도시계획 요건 

완화 또한 적용된다.  국토계획법 제78조 제6항에 따르면 

지구단위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의 관계] 

지구단위계획은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조문상 용도지역의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정비계획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9조의 내용상 새로운 구역의 지정과 계획의 수립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 시 별도로 기타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조문이 도시정비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더하여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상호 의제되는 것과 실질적인 

정비계획⸱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살펴볼 때, 정비계획이 기존 

도시계획과 충돌하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형태로 도시계획변경 및 세분화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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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정비계획의 수립 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 수정절차를 거치게 되어있으므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으로서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제약을 받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계획 층위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는지에 

따라 정비계획과 도시계획의 관계 또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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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도시계획사업과 정비계획 

 

１. 도시계획 층위 

 

[국토⸱도⸱시⸱군 종합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최상위 국가계획으로서 ‘국토종합계획’과 관할구역의 

장기발전계획으로서의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서 규율되며,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도시의 장기발전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실천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율한다. 국토기본법 

제6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시⸱군 종합계획을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ㆍ군계획’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국토계획법 제2조 제3호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을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국토기본법의 도시 종합계획은 

국토계획법의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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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의 위계] 

정리하면, 한국의 도시계획 층위는 계획 단위에 따라 ① 

국토종합계획, ② 도종합계획, ③ 도시⸱군 기본계획 ④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나눌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 국토에 대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광역계획권으로 포함될 수 있는 대도시 및 그 주변부만을 

대상으로 하며, 그 계획 대상인 광역계획권은 ② 도종합계획과 ③ 

도시⸱군 기본계획 사이의 계획 단위라고 볼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4호 각목에 의하면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 등 용도구역,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２.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과 정비계획의 유기적 관계 

  

[정비계획과 기타 도시관리계획의 관계] 

정비계획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속하나, 그 특성상 

다른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지구제 도시계획, 

개발제한제 도시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한다. 특히 

상술하였듯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은 일부 지역에 세부 개발 

계획으로서 수립된다는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관련 

규정에 의해 의제⸱변경되기도 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이외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이 대표적인데,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용도에 따라 



39 

구역을 나누어 규율한다는 점에서 지구단위계획보다 개괄적인 

도시계획이다.(구역제 도시계획) 28  따라서 용도지역제 도시계획과 

정비계획의 유기적인 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과 정비기본계획등의 관계 또한 밝힐 필요가 있다. 

 

[용도지역 변경과 정비계획 변경]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용도지역⸱지구제는 전 국토를 규율 범위로 하고 있으며 

정비계획에 비해 개략적인 토지의 용도와 그에 따른 

건축허가요건만을 규율한다. 지구단위계획 의제조문이 있는 것과 

달리 용도지역⸱지구 계획의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으로 변경 

의제되는 조문이 없으나, 지구단위계획 의제조문만으로도 

용도지역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이 

변경된 경우 같은 구역 내의 도시계획이 동시에 변경되는 것은 

도시계획의 대원칙이므로 의제조문이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지역⸱지구제 계획의 변경은 의제조문 없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실무를 고려할 때, 정비계획으로써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를 넘어 용도지역 한도 내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용적률 완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28 김종보(2018), 위의 책, 2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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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  용도지역과 정비계획의 관계 

 

[용도지역과 정비계획의 관계에서 용적률의 역할] 

용도지역제 도시계획은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규모,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달리하여 토지의 이용을 조정하고 도시의 

형태를 결정한다. (국토계획법 제76조, 제77조, 제78조) 용적률은 

면적당 토지의 이용 밀도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건축 및 

정비계획의 시행 시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및 하위 법령이 정하는 용적률에 대한 제한과 도시정비법상 

용적률 규정이 정비계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규정과 정비계획 규정의 관계] 

먼저 용적률은 원칙적으로 국토계획법 제78조에서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높이 제한과 함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1조에서는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 입안 시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용적률은 조례에 정한 바를 따라 

정해야 하고 주거지역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것보다 더 높은 

용적률로 국토계획법 제78조를 비롯한 관계법령상 상한까지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정비계획 대상지가 

주거지역임을 감안하면, 조례로 정한 용적률의 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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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11조에 따라 구속력이 없다. 그러나 실제 

정비계획에서는 조례로 정한 용적률 내에서 정비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1조에 규정된 ‘조례’는 

도시계획조례로,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동조 각호에 정한 한도 내에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각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다.  

 

[조례에서 정하는 재건축 용적률 규정] 

도시정비법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의 법적상한용적률의 

적용여부를 정비계획에 포함시키는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정비구역 지정 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계획법 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주거지역 최대 용적률을 

500퍼센트로 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퍼센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00퍼센트,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250퍼센트이다.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은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용적률의 절대적 최대치 개념이 

아니고, 정비계획에서 더 높은 용적률 기준을 부여받는 기준 

용적률로써 기능한다. 이를 기준으로 하여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에 의한 추가 용적률을 부가하여 최종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추가용적률 기준 또한 조례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하기 때문에 용적률 상한 기준은 추가용적률 기준과 

함께 지역별 토지 이용을 규율하는 기준 요건 중 하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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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기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8조 제7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의 세 가지 개념이 정해지는데, 위 제55조 제1항상 

용적률을 기준용적률로 취급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합산하여 허용용적률을 정하고, 공공시설의 

부지를 기부채납한 경우 그에 따라 용적률을 부가하여 

상한용적률을 정한다. 이와 같은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의 개념은 2000. 11. 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정과 함께 도입되었는데, 서울시 외 지역의 경우 서울시와 

같은 형식으로 허용용적률 및 상한용적률을 정하는 지역도 

있고(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용적률을 정하고 있기는 

하나 별도로 시행규칙에서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을 

정하고 있지 않은 지역도 있다. 

 

[지역별 용적률 규정 및 산정 방법] 

대부분의 서울 이외 지역은 조례에서 ① 용도지역별 용적률 

상한 규정을 두고, 이에 추가적으로 ② 대부분의 지역에서 

임대주택, 주상복합, 학교 기숙사 등의 용적률 예외를 정하고, ③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기도 한다. 서울시처럼 시행규칙에 용적률 제한을 

재위임하여 기본용적률, 상한용적률, 허용용적률 개념을 

재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 개념들을 

정비계획에 사용하고 있다. 위 기준을 시행규칙에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벌 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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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통해서 정한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조례상 최대 용적률을 기본용적률로 

정하고 이에 인센티브를 더하여 허용용적률을 계산하도록 기준을 

제시한다. 별도의 허용용적률 기준이 없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를 활용하는데, 예를 들어 안양시의 경우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정하고, 사업시행인가시 법적상한용적률을 

최종 확정한다.  

 [지역별 기본용적률 비교] 

<표 1> 지역별 기본용적률 비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안양시 고흥군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100퍼센트 

제2종전용주거지역 120퍼센트 120퍼센트 100퍼센트 150퍼센트 

제1종일반주거지역 150퍼센트 180퍼센트 200퍼센트 200퍼센트 

제2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220퍼센트 240퍼센트 250퍼센트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300퍼센트 260퍼센트 300퍼센트 

 

지역별 기본 용적률을 비교하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80~100퍼센트,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경우 100~150퍼센트,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0~200퍼센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250퍼센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300퍼센트로 규정된다. 인접한 지역의 경우 대체로 

용적률이 같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경기도 내 제1종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이 80%인 지역은 대체로 경기 

북부이다(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군 지역의 경우 

대부분 기준용적률이 높고, 도시 외 지역과 도시지역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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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별개로 규정하거나(부여군), 전통시장(아산시, 홍성군, 

화성시, 평택시)이나 도시정비법상 사업의 경우 더 높은 용적률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청주시). 기본용적률을 조례로 정하고자 한 

취지는 지역별 사정과 특색에 맞추어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실제 조례상에서는 도시화정도가 낮아 인구밀도다 

낮은 지역에 더 높은 용적률이 허용된다.  

 

[지구단위계획 의제 조항에 의한 용적률 상향 가부] 

지역에 따라 조례상 기본용적률 규정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따른다는 예외규정을 둔 

곳들이 있다. 29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둔 지역에서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조례에서 정한 기본용적률을 상회하는 

용적률로 정비계획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규정의 유무와 

관계없이 조례상의 기준을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상 용적률 기준이 조례상 기준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예외규정을 둔 과천시의 경우 

기준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지정하도록 하였고, 안양시의 경우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은 「안양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의 용적률을 따르도록 하였으나 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상의 상한용적률과 조례상의 상한용적률이 

같다. 즉 이와 같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예외 조항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정비사업 등에서 기준용적률보다 높은 

상한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나, 예외조항이 

 
29 오산시, 양평군, 부산광역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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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조례상 상한용적률을 ‘기준용적률’의 

개념으로써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예외조항은 

실익이 없다. 

 

(1)  용적률 인센티브 

 

[용적률 인센티브의 분류] 

결국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을 결정하는 것은 조레상의 

기본용적률과 용적률인센티브 및 기타 국토계획법 및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부가용적률이다.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은 ① 대지, ② 건축형태 

및 외관, ③ 주차, ④ 친환경 계획 등으로 범주화하여 나눌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우수디자인, 장수명주택, 녹색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제로에너지 빌딩, 지능형 건축물, 역사문화보전 

등의 인센티브 적용 기준 30 을 적용하여 건축형태 및 외관과 

친환경 계획에 집중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공공시설부지 제공, 공공이용시설 확보, 

공개공지 확보, 지역건설업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빗물저류형 침투조 설치, 신재생에너지 사용, 지속가능형 

공동주택등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지 및 

친환경계획에 중점을 두었다.  

대지 기준의 경우 공공시설부지 등의 제공 요건이 주로 용적률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별도로 국토계획법 

 
30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별표 4 (2018.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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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제6항에 및 동법 시행령 제85조 제11항에 따라 조례에 

수권된 용적률 상향 기준이다. 따라서 별도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각 시⸱도 조례 기준에 따라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부여할 수 있다. 친환경 계획 

기준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항목이다. 그 세부 항목으로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신재생 

에너지 사용, 빗물저류조 침투조 설치 등이 있다.  

 

(2)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완화] 

먼저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 용적률은 국토계획법 제7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85조 제11항에 의해 조례에 위임된다. 

사회복지시설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는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 및 임대주택을 짓는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120퍼센트로 정해진다.  

 

[소형주택 건설에 의한 용적률 완화]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계획법 제78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다. 위 조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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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을 완화받은 경우 사업시행자는 초과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m2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의하여 국토계획법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제한 및 

정비계획으로 정한 세대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소형주택 건설비율 제한과 실효성] 

한편 도시정비법 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

102호, 개정 2018. 2. 9.)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 31 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소형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고, 소형주택 

건설을 의무화하는 것은 소형주택의 보급을 통한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1970년대에 주택건설촉진법상에 도입된 

제도로, 1990년대 중반 IMF 외환위기와 함께 폐지되었다가 

2001년 다시 도입되었다. 32  위 제도는 특정 집단을 위한 

 
31 다만, 주택단지 전체를 평균 5층 이하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2 최막중, 김준형. (2004). 소형의무비율에 의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 분석. 국토계

획, 39(3), 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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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상의 목적을 도시계획 요건에 관철한 것으로, 소형주택 건설 

비율 제한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에서 정비구역 지정요건과 마찬가지로 정비계획에 

필수불가결한 구속적⸱수치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는 

입법정책적으로 소형주택보급이라는 주택정책상 목적이 

정비사업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 제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과밀억제권역 내 정비계획] 

 

 

<그림 3> 실제 과밀억제권역 내 정비계획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 

실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위 규정과 같은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이 지켜지고 있으며, 소형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는 



49 

허용 용적률을 계산한 뒤 그에 맞추어 소형주택 호수의 기준 내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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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정비계획의 규율 밀도 

제1절  정비기본계획의 반영 

１. 정비기본계획의 의의  

[정비기본계획의 의의]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계획이고, 

정비기본계획이란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 상위 도시계획의 

수립 취지에 적합한 한도 내에서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장이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도시정비법 제4조 제1항),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주기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이 개별 정비계획 진행에 무관하게 

수립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정비기본계획은 각 정비계획을 위해 

개별적으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33  

따라서 정비계획과 정비기본계획의 관계는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관계와 유사하다. 도시기본계획 

또한 정비기본계획처럼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34  을 말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도 “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과 

 
33 그 예로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 하는 20

년 단위의 법정계획이 있다.  

34 국토의 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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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계획 중 도시주거환경의 정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며, 

(정비)기본계획의 내용은 도시정비계획 등 하위계획 및 관련 

토지이용게획에 반영되어야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35  이와 같은 

정비기본계획의 구속력은 정비기본계획의 추상성⸱모호성에 

비추어볼 때 정비기본계획을 따르지 아니한다 하여 정비계획의 

수립을 금지하는 등의 절대적인 구속력으로는 작용하지 않는다. 

다만 정비계획 수립 및 후속 절차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비기본계획과 어긋남을 이유로 정비계획의 조정을 

명하여 실질적인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위 지침에 따라 해석하건대, 도시기본계획이 

정비기본계획의 지침으로써 작용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관리계획 전체에 대한 계획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공간적으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 대상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정비계획 또한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임을 

고려하면 도시기본계획을 정비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보아야 

한다. 

 

[정비기본계획의 실익 문제]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이상 정비계획과 별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모두를 입법할 수 있어 입법 주체가 

상당부분 중복되고, 정비기본계획 또한 기본계획(안)작성, 주민공람, 

 
35 국토교통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2013-223

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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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협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승인 및 고시의 

절차를 거쳐 수립됨으로써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유사하다.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계획을, 정비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기본계획에서 

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을, 정비계획에서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결국 같은 항목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정비계획 단계에서 

구체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정비계획의 실질적 수립 주체]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시행 주체는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현재까지 실무에서는 시행 

주체가 도면을 그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다. 36 

정비사업별 사업시행계획 주체가 조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시행계획의 밑그림 역할을 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한 

토지등소유자가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비계획 주체가 관할 

행정청이라는 것은 강학상인가와 달리 정비계획에 대해 직접적인 

수정과 완성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뜻하고, 결정 주체가 

행정청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실질적 초안 작성 주체는 대체로 

토지등소유자이다. 

때문에 정비계획 수립에 앞서 각 지역의 특징에 따른 정비사업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고, 정비구역의 대략적인 결정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및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자에게 정비사업 찬반 

 
36 나인수. (2012).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방식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8(7), 24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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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판례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았으나 37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으나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이후라면 

이에 대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8 고 판시한 바 있다. 이로써 정비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되기 이전에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추진위원회의 성립을 인정하고, 조합의 전 단계로서 

정비사업의 준비행위를 하기 위한 토지 등 소유자의 결집을 

인정하였다.  

 

２. 정비예정구역의 법적 효과 

[안전진단 동의 및 시행자지정 동의] 

또한 정비예정구역은 건축제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지정 

동의, 안전진단 동의,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한다. 39  정비계획 입안제안이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정비예정구역 내 건축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37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두12297 판결 

38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9358 판결 

39 김종보(2018), 위의 책, 4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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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또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정비사업의 집행을 위한 대외적 구속력 

있는 집행계획 40 임에 반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대내적 효력을 갖는 계획 41 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9조의 행위제한 또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나, 동조 제7항에 한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을 막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분할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의 구속력] 

정비구역 지정은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해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조 제1항) 정비예정구역은 행위제한의 효력을 

가지는 정비구역 지정의 기초가 된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정비예정구역이 정비구역 지정에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소정의 요건 및 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계획 단계에서 그 내용 중 일부인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20%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나, 42 이미 수립된 기본계획에서 정한 

 
40 신봉기, 국토계획법의 현안문제, 34면(최용전, 2016에서 재인용) 

41 최용전(2016),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권한 이양에 관한 연

구, 토지공법연구, 제75집, 234p 

42 도시정비법 제7조 제1항 단서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를 벗어나는 변경에 대

하여는 동항 본문에 의하여 기본계획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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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외에 따로 기본계획을 먼저 

변경하여야 한다거나 그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정비구역 

지정행위에 나아간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43 고 

판시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 시 정비예정구역에 반드시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다. 

  

 
43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84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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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구역지정 요건 

 

１. 사업별 구역지정 요건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 

정기기본계획 및 여타 도시계획과 구분되는 정비계획의 특징은 

정비구역이라 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은 정비계획과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실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은 하나의 

행정처분이라고 본다. 44  정비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노후불량건축물 기준] 

모든 종류의 정비사업이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재개발사업의 경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고 

기타 토지 사용,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비율, 최적고도지구 여부 

및 건물 고도 현황, 위생⸱보건 등의 추가적 사유를 갖추었을 때 

구역지정이 가능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1985. 6. 30.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무허가건축물⸱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가능하다.  

 
44 김종보(2018), 위의 책, 4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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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구역지정 요건] 

도시정비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의 세부 

요건은 각 시⸱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해 정해진다. 먼저 

재건축의 경우, 별표1 제3호 제다목에 따르면.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은 재건축이 가능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속하지 않더라도 별표 제3호 라목에서 준용하는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토지등 소유자 

2/3의 동의를 받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지역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을 행할 수 있다. 여기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대부분의 시⸱도 조례에서 1만 제곱미터로 정하고 있다. 동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하면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또한 

재건축사업의 대상지가 된다.  

따라서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이 노후화된 경우 및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등 건축물 자체의 위험성이 큰 경우는 물론 

대상지의 토지가 정비기반시설 등의 노화로 그 효용을 다한 경우 

및 지역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 또한 재건축 구역지정 요건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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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과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관계] 

재건축사업은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역을 

그 대상 지역으로 함으로써,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과 

배타적 구역을 형성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하고, 그 외 지역 중 건축물 붕괴 우려, 재해 발생 

우려, 건축물의 노후도 등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재건축 대상 

지역이 된다.  

 

[정비기반시설 정비 요부에 따른 구분 기준] 

일반적으로 재개발 요건 중 ‘정비기반시설의 정비 요부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포함하여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하는 기준을 기반시설의 재정비 여부로 

보는 경우가 많으나,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정비기반시설의 

확보 여부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구역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적어도 법문 해석상 재건축과 재개발 구역의 차이는 

재건축 구역이 재개발 구역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실제 주택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에서 정비기반시설의 면적비율을 

비교한 결과 두 사업의 정비기반시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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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 않는다는 점45과 종전 정비기반시설의 양호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46 을 

검증한 연구 결과가 있다.  

 

２. 도시정비법 시행령, 각 시⸱도 조례 내 구역지정 요건 간의 관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관계]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상당부분 중첩되는 

개념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을 원하는지에 따라 그 구역 

지정이 바뀔 수 있다.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하였거나, 

인구가 과밀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 발생 

시 피난이나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공통적인 요건이 된다.  

 

[시행령⸱조례 내 구역지정 요건 간의 관계] 

시행령 이외에도 각 시⸱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또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규정된 각 요건은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노후도, 과소필지, 재해위험, 세대수, 부지면적 등을 

공통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조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내용을 정할 수 있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경우 별표1 제4호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45 권순형 ․ 백성준(2012) “주택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물리적 특성 비

교연구”, 주택연구 20(3): 103~130 

46 이종훈, 백성준, 권순형. (2013).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물리적 특성

과 사업구분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3(1), 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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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 수준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 

주거환경정비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각 구역지정 기준을 

조례에서 정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조례는 시행령 별표1에서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후도, 호수밀도, 주택 접도율 등의 

요건을 수치화하여 정한다.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요구되는 

구역 지정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 의회의 제정에 의해 

규율된다.  

 

[구역지정 요건의 연혁]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에는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 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등에 의하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재건축사업의 경우 별도의 구역지정 절차가 없었고, 주로 정부 

주도 하에 시행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업무지침(건설교통부, 2000.2.29)에 의해 규율되었다. 

당시 지정 조건에 의하여 불량주택밀집지역 등 주거환경 열악지역, 

달동네, 상습침수⸱재해위험지역, 철거민⸱이재민⸱난민 이주수용지역 

등을 우선 선정되었다. 47  도시정비법 제정에 따라 같은 업무지침 

성격의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수립지침이 제정되었고(2010. 9. 16) 

구체적인 구역지정 요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이후 수립된 각 

시⸱도별 조례에 의해 규율되고 수립지침에는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각 구역지정요건의 충족 여부가 담기도록 규율하게 

 
47 박정은, 최병선 (200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기준항목에 관한 연구. 국토계

획, 39(1), 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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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구역지정 요건 설정의 권한 위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법률⸱시행령⸱조례로 이어진 정비구역 지정 요건 설정에 따른 권한 

위임에 따라 문제되는 것은, 각 기준이 위임범위 일탈에 

해당하는지이다. 도시정비법에서 시행령으로, 시행령에서 조례에 

이르는 과정에서 각 기준이 명확히 수치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석의 여지가 있고, 위임범위 일탈 또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임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규정이 무효가 되면 이에 의해 내려진 

정비계획지정고시는 무효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판례가 누적된 

바 있다. 판례는 고시에 의해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을 완화하여 

시행령을 배제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만, 이외 대부분의 조례의 경우 지역별로 구역지정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위임범위의 일탈이 아니라고 하였다.48  

 

 [시행령의 위임 범위] 

즉 도시정비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도시정비법의 규율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며, 각 시⸱도 

조례가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구역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조례 또한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먼저 시행령의 위임일탈 여부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10누186, 판결이 있에서 

원고는 ‘호수밀도’요건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주택재개발 

 
48 배웅규, 김지엽, 장경철 (2011). 정비구역지정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7(2), 157-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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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요건에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기만 하면 

노후·불량건축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이는 도시정비법의 위임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을 각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어, 노후⸱불량 건축물을 일률적 기준에 따라 확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도시정비법이 규정하는 정비계획 

수립 대상 및 구역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수권 규정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49 

 

[호수밀도 요건의 위임 일탈 여부] 

법원이 명시하였듯 도시정비법상의 정비사업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경우에만 정비사업의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정비계획 대상지가 호수밀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주거 생활의 질이 

낮고, 높은 호수밀도만으로도 정비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이는 서울 

내 정비구역 338개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호수밀도와 과소필지 

비율이 도로형태가 불규칙한 경우 및 격자형인 경우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호수밀도가 높다는 것은 필지가 

작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또한 

 
49 배웅규, 김지엽, 장경철 (2011).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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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필지비율은 노후불량주택비율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므로 50 

실질적으로 각 구역지정 요건은 하나만을 충족하기보다는 서로 

중첩되어 성립되는 요건이다. 판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된 건축물은 규모에 따른 건물의 효용가치도 

적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따라 대지의 분할이 제한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시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바 있다.51  

 

 [정책적 선택으로서의 구역지정 요건 설정] 

따라서 각 요건을 ‘노후⸱불량주택’의 밀집으로 정할 것인지 

주택의 밀집으로 정하여 노후⸱불량 요건을 수치 요건에 맞추어 

구비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의 문제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에 

불과하다. 수치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의 비율을 정할 것인지, 또는 

호수밀도가 높다면 그 정도의 호수밀도에서 수반되는 노후된 주거 

환경이라면 행정청이 재량권을 발휘하여 구역 지정 요건 내로 

편입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밀집 

요건만으로 구역지정 요건을 설정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호수밀도를 

구역지정 요건으로 정할 것인지다. 호수밀도가 과소필지비율 및 

노후불량 주택비율, 주택 접도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만큼, 

호수밀도 기준에 대한 행정청의 규율 정도가 어느 정도의 다른 

요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로 규율할 것인지 나타낸다. 따라서 

 
50 강세진, 김창석, 남진 (2006).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노후불량주거지의 유형별 물리

적 특성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41(3), 53-67 

51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두25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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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행령 및 구역지정 요건 중 과소필지비율 및 노후불량 

주택비율, 주택 접도율 기준과 호수밀도 기준은 별개로 변화하는 

요소가 아니므로 상호 균형적인 수치로 정해야 할 것이다.  

 

３. 시⸱도 조례상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 

 

[서울특별시 조례에 의한 정비구역 요건 규정] 

각 시⸱도 조례는 시행령 별표 제4호에 따르면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 

수준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개발구역의 경우 서울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 제6조 제1항 각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경우 호수밀도가 80 이상인 지역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60퍼센트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이 20퍼센트 이하이거나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에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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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서울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 변화(출처: 

서울특별시(2015)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요약보고서) 

구분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 변경내용 

2003년 

12월 

호수밀도 70호/ha 이상, 면적 

10,000m2 이상을 만족하며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1. 노후도 2/3 이상 

2. 과소필지 50% 이상 

3. 접도율 30% 이하 

4. 상습침수⸱재해위험지역 

- 

2010 

정비기본계획 

(2004년 

6월) 

호수밀도 65호/ha 이상을 

만족하면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1. 노후도 60% 이상 

2. 과소필지 45% 이상 

3. 접도율 35% 이하 

4. 상습침수⸱재해위험지역 

호수밀도, 

노후도, 

과소필지, 

접도율 등 

선정기준 

완화 (법적 

지정요건 

미달 구역 

발생) 

현재 

면적 10,000m2 이상과 노후도 

2/3 이상을 만족하면서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1. 호수밀도 60% 이상 

2. 과소필지 40% 이상 

3. 접도율 40% 이하 

4. 상습침수⸱재해위험지역 

호수밀도, 

접도율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지역별 시⸱도 조례 비교] 

재개발사업 대상지 총 면적이 큰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52 , 서울, 

경기, 부산 … 강원, 전남, 경북 순으로 대상지 면적이 넓은 것을 

 
52 세종, 제주의 경우 면적이 0이므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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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비교적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예를 보았을 때,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호수밀도 등에 있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타 지역에 비해 

도심지역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 수요가 많아 난개발을 막기 

위함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조례 상의 정성적 요건] 

과소필지로 인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된 곳, 국공유지 비율이 

높아 재정착이 용이한 곳,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곳 등 정성적 요건들은 서울 경기 외 일부 

지역들에서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각 요건 중 한 가지만 만족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53  정성적인 추가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정비구역을 기존의 수치화된 

요건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이 존재함으로써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이 

더욱 인정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성과 객관성이 떨어져 

규정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있으나54 위에 언급하였듯 이는 행정청에 

재량권을 얼마나 부여할 것인지의 문제이지 무분별한 정비구역 

대상의 확대로 볼 수는 없다. 

 

 

 
53 아래 표에서 굵게 표시된 요건은 필수 요건이며 나머지 요건은 정비사업별로 하나

만 충족하면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된다.  

54 박정은, 최병선 (2004).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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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화된 정비구역 요건의 문제점] 

위와 같은 기준은 각 정비사업대상지의 도시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정비사업 대상지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정비기본계획으로써 해당 지역의 공간구조 개편 방안이나 

광역기반시설 확충 계획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정비계획 수립 구조와는 상반되는 기준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의 시행은 위와 같이 수치화된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우선하게 되므로, 정비사업의 우선순위는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 및 필요성이 아닌 노후도 요건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현행 재정비사업에서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은 정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갖춘 지역을 정비사업의 후보지로 결정하는 

절차일 뿐이다. 건축물의 노후도나 밀도 등의 물리적 기준이 

고려될 뿐만 아니라 지역별 안배와 같은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한다.55 

 

[요건의 구체성 및 객관성] 

또한 일부 수치화된 정비구역 요건 이외의 정성적 요건, 예를 

들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 

등에 대하여 구체성과 객관성이 덜어진다는 비판 56 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량적 기준이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2006구합3980 대전광역시 대동2구역 

 
55 변창흠, (2010),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주거권 보장 방안” 인권운동사랑방외 

주최,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발제문 

56 박정은, 최병선 (2004).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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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고시 취소소송에 따르면, ① 전체 

건축물 수 산정 시 공가인 무허가건축물의 산정 기준, ② 

허가건축물의 인정 기준을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 ③ 건축물 경과년수 산정기준을 과세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 

중 무엇으로 할 것인지, ④ 주택 접도율 산정 시 단일 획지의 

이면부를 필지 접도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등 여러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57  서울시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별표 1-2를 통해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것을 

허가건축물로 산정하였으나, 대전시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없다. 즉, 

정량적 기준 또한 그 세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구체성 

및 객관성을 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성적 요건 또한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 얼마나 객관적이고 세분화된 평가 기준을 지역별로 

수립하여 사용하는지가 구체성과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위의 수치화된 정비구역 지정요건의 문제점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히 수치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정성적인 요소를 배제할 

수는 없다.  

 

[노후도 요건 의존으로 인한 구역계 부정 형성의 발생] 

또한 노후도 요건 등 수치화된 구역 지정 요건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형태가 부정형으로서 일반적인 다각형의 형태를 

띄지 않게 된다. 이를 부정구역계라고 하고는데, 부정구역계의 발생 

원인은 지형적 여건, 주민 동의, 노후도 기준의 적용 등이 있고, 

지형적 요인은 불가항력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협의 실패로 인한 

 
57 배웅규, 장경철, 김철영 (2008). 정비구역 지정관련 소송으로 본 구역지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4(11), 24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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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요인은 여러 문제를 발생시킨다. 먼저 기반시설의 확보 

및 연계 정비를 어렵게 한다. 요철형 도로구조를 만들게 됨으로써 

도로기능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고, 존치되는 구역은 넓이가 

작으므로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추후 단독개발이 어려워진다. 58 

또한 주변 환경과 상이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59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단지 방식은 

새로운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식이므로 주변 환경과 이질적인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해당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한 단독주택이 

감소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60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나,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은 수치화된 

정비구역요건으로 인한 문제점의 미봉책으로서 ‘경미한 변경’이 

있다. 최초에 구역에서 제척되었던 부지를 추후에 경미한 변경을 

통해 구역 경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58 권기범, 백준홍 (2007).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의 물리적 기준의 합리적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3(10), 131-140. 

59 박정은, 최병선 (2004). 위의 논문 

60 박환용 (2002).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지구지정 지표분석. 국토계획, 37(1), 193-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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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비계획의 구속력 

제1절  정비계획 변경  

 

[정비구역지정의 변경과 정비계획의 변경처분] 

정비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조합 및 토지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내용에 완전히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정비계획은 일련의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계획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고, 

이후 단계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예정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일정한 

정비예정구역을 전제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이 이루어진 후 

정비구역이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승인처분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고, 당초 

승인처분의 대상인 추진위원회가 새로운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다고 보여 그 추진위원회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실효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61  지정된 정비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유연하게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변경된 정비계획을 이전의 정비계획과 별개의 

계획으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서 처분성 또한 이전의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항] 

따라서 실질적으로 정비계획 변경 또한 고시를 통해 그 효력을 

발생하고 있지만 변경처분 또한 이전의 정비계획에 흡수되어 하나의 

 
61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312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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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처분과 마찬가지이다. 62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계획의 변경 또한 

정비계획 입안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의 승인을 요하고 있고, 별도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조항을 통해 절차의 간소화를 꾀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하위법령을 통해 동일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정비계획의 

변경을 규정하여 변경 절차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상 

정비계획과 변경계획의 동일성은 경미한 변경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 취지와 목적 달성 가능 여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통하여 판단하게 된다.  

 

제2절  후속 계획 단계에서 정비계획 내용의 변겅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정비계획 자체의 하자를 

다투어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관할 행정청의 결정이 행정청으로 의제된 조합의 

의사결정에 구속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업시행계획 단계의 권리의무에 대한 정비계획의 영향] 

정비계획은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사업시행계획은 정비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되어야 그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에서의 재산권 분배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도록 정하는 조례 조항은 

사업시행계획에 영향을 미쳐 필연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법령상 

 
62 조필규. (2011).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법적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국토계

획, 46(4), 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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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63  이는 실질적으로 정비계획의 

사업시행계획에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정비계획의 공랍⸱공고일은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확정되는 시기이기도 하며, 사업시행계획에서 장차 정하는 

후속계획과 정비계획은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획 단계로서 후속 

계획의 요건 및 기준을 정하는 데에 하나의 지침이 된다.  

 

[후속계획에의 구속력과 정비계획 변경과의 관계]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 구체적인 

재산권의 분배 및 정비사업 대상지의 공간적 배치 등에 대하여는 

조합이 행정청으로서 그 수립 권한을 가지고 관할 

행정청(인가권자)는 인가를 할 수 있을 뿐이나 그 기준인 정비계획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판례의 전반적인 태도와 같이 정비계획의 사업시행계획에의 

구속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일체의 사업으로서 정비사업의 각 단계적 

계획들은 정비계획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정비계획 변경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만큼, 

도시정비법상 변경 절차를 거쳐 정비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꾀할 수 있다. 

정비계획의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에의 구속력은 인정하되, 후속 

절차의 불확정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63 서울행정법원 2009. 2. 13. 선고 2008구합37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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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는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정비계획이 가지는 법적 성질 및 그 

특수성을 규명하고, 기존 행정계획 및 정비사업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 정비사업의 기본 계획으로서의 정비계획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밑그림으로서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도시의 공간적 배치 

및 토지 사용에 대한 계획이라면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이와 같은 계획이 전체 

도시 계획의 맥락에 어긋나지 않도록 구속력 있는 계획으로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정비계획의 실질적인 내용의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가 많으나, 법령상 관할행정청이 정비계획 수립권자로서 정비사업의 

통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가 별도로 

규정되고, 주민 공람절차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절차를 규정하여 

행정계획과 마찬가지로 절차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나, 일차적인 

판단 권한은 행정청에 있으며 관할 행정청이 조례를 통한 정비계획의 

세부요건 규정을 통해 정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둘째,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정비계획에 대하여, 정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조합을 형성하여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개발을 할 것이 예정되어있다는 점에서 광범위한 수범자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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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요건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등과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이 행정계획으로서 그 

처분성이 인정되나 그 절차적 하자를 통해 정비계획의 하자를 판단함에 

있어 정비구역의 지정 절차가 필수적 절차로서 추가되며, 정비계획의 

본질적인 요소를 구성한다.  

또한 도시계획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시 도시관리계획과 

충돌하는 부분은 정비계획의 내용에 따라 새로이 계획이 수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도시정비법은 지구단위계획 의제 조문을 두었고, 이는 

확인적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정비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과 충돌하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이 새로이 성립된 것이며 

현재 이루어지는 바와 같은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는 중복된 

절차로써 무의미한 절차이다. 

주로 용적률에 규율을 가하는 용도지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비계획이 지구단위계획과 서로 의제되는 관계이므로 정비계획도 

지구단위계획과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계획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용적률과 완화 기준에 대해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상황에 맞추어 별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게 

되며, 일부 요건의 경우 각 지역의 주택정책 관련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제정되어 정비계획 수립시 관철되기도 한다. 

셋째, 그러나 정비계획의 여건상 실질적인 정비계획 내용은 각 

토지등소유자가 먼저 그 내용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럼에도 수립권자를 행정청으로 하는 것은 행정청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맥락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수정하고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청에게 부여하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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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정청이 수립한 정비계획은 위법한 경우 이후 

사업시행계획의 위법성의 요소가 될 수 있어 후행 사업시행계획에 

구속력을 가진다. 그러나 비교적 장기에 걸쳐 진행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기존 정비계획과 다른 내용의 계획 수립이 불가피할 수 

있다. 정비계획 수립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는 경우 기존 정비계획을 

수정하는 것이 허용되고,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절차 간소화가 가능한 만큼 

정비계획의 변경은 어렵지 않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에의 구속력은 

인정하되 정비계획의 변경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전 정비사업의 변화 

요소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 자원의 사용 및 국토 상황에 적합한 계획을 

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비계획은 일반적인 도시계획의 맥락 속에서도 정비사업의 

실행을 위한 계획이라는 의미에서 별개의 특징을 가진다. 정비계획의 

규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 후속 계획의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정비사업의 큰 틀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고, 실질적 수범자가 정해지는 

계획임과 동시에 도시 전체 내 도시계획과 정비계획 대상지의 일관적인 

계획을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정비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으로 행정청은 이를 규제하고 도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났으며, 토지등소유자는 그 나름대로 

사적 재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는 도시기본계획 및 

정비기본계획에 기반을 둔 정비계획의 구속력과 그 규율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여 수치적 요건의 충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 

계획의 맥락 속에서 적정한 정비사업의 진행 방향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76 

참고문헌 

<단행본> 

김동희. (2014), 행정법Ⅰ, 박영사. 

김종보,⸱전연규. (2009). 새로운 재건축·재개발 이야기. 1,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김종보. (2018), 건설법의 이해, 도서출판 피데스, 

맹신균. (20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법률&출판. 

손정목. (2003).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한울 

송현진ㆍ유동규. (2010), 「재개발ㆍ재건축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20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집 

 

<논문> 

강세진, 김창석, 남진 (2006). 주거환경정비를 위한 노후불량주거지의 유형별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 국토계획, 41(3), 53-67 

권기범, 백준홍 (2007).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의 물리적 기준의 

합리적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3(10), 131-140. 

권순형 ․ 백성준(2012) “주택재개발사업과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물리적 

특성 비교연구”, 주택연구 20(3): 103~130 

김기호, 도시재건축의 개선방향:21세기의 도시환경과 공공부문의 역할, 

도시문제, p54 

김병기. (2013).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입안제안 거부와 

형량명령. 행정법연구, (37), 179-209. 

김종보. (2004). 도시계획변경거부의 처분성. 행정법연구, (11), 243-272. 



77 

김종보. (2017). 정비사업의 좌초 (坐礁) 와 시행자변경. 행정법연구, (50), 

59-81. 

김종보. (2019).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전개과정과 소의 이익. 행정법연구, 

(56), 1-29. 

나인수, 이광구, 배웅규. (2014). 도시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0(1), 181-188. 

나인수. (2012).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방식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8(7), 243-251. 

박은관 (2001),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 운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0-11p 

박정은, 최병선 (2004).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기준항목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1), 179-190. 

박환용 (2002). 노후불량주거지역의 지구지정 지표분석. 국토계획, 37(1), 

193-206. 

배웅규, 김지엽, 장경철 (2011). 정비구역지정 취소소송의 법적 쟁점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7(2), 157-

164. 

배웅규, 장경철, 김철영 (2008). 정비구역 지정관련 소송으로 본 

구역지정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4(11), 245-252. 

변창흠, (2010),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주거권 보장 방안” 

인권운동사랑방외 주최, [용산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발제문 

석종현. (2014). 행정계획 특유의 사법적 통제법리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67(): 383-400 

이종훈, 백성준, 권순형. (2013).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물리적 

특성과 사업구분에 관한 연구. 부동산연구, 23(1), 133-150. 



78 

장찬익⸱송현진(2007), 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설, 명문사 

정태용, 나채준, 김남철. (2014). 우리나라 개별법에서의 행정계획수립절차의 

현황. 토지보상법연구, 14, 241-282. 

조필규. (2010). 정비사업의 소송유형 및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7), 67-81. 

조필규. (2011).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법적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 국토계획, 46(4), 55-68. 

최막중, 김준형. (2004). 소형의무비율에 의한 주거복지정책의 실효성 

분석. 국토계획, 39(3), 69-79. 

최용전(2016), 도시정비법상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권한 이양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75집, 234p 

하해진, 이현호 (2005). 도시계획 관련제도 고찰을 통한 효율적 도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지구 단위 계획과 정비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1(11), 243-252. 

  



79 

Abstract 
 

A study on the legal nature of Rearrangement plan 

 
정송현(Songhyun Jung)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School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arrangement plan is the most basic plan of the rearrangement pro-

ject.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decides on the contents of the framework for the rearrange-

ment project. Most disputes in the rearrangement phase do not address 

the requirements or procedural defects of the rearrangement plans, 

which is not a plan that directly affects the obligations of rights, such 

as a project implementation plan or a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However, since the rearrangement plan is binding on the implemen-

tation of the project, it serves as a basis for establish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nd the administrative agency, which performs 

public work in the rearrangement plan of the associations. The pur-

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nature of rearrangement plan 

and the plan that is the basis of the rearrangement project. 

In addition, when the rearrangement plan conflicts with the existing 

city plan, the district unit plan can be agenda for the relationship be-

tween the existing city plan and the rearrangement plan. It functions 

as a plan to do. It is bound by these plans as a subplan of the Urban 

Master Plan and the Rearrangement Master Plan, but the Master Plan 

should also follow the guidelines of the Urban Master Plan. 

Regarding the Disposability of Rearrangement Plans, the rearrange-

ment plans are intended to limit construction requirements for a wide 

range of offenders in that landowners are expected to for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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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and develop them with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on. 

Due to these characteristics, the rearrangement plan is recognized as 

an administrative plan because of such characteristics, but the proce-

dure for designating rearrangement zones is an essential procedure in 

determining defects of the rearrangement plan through procedural de-

fects. And constitute an essential element of the rearrangement plan. 

……………………………………… 

keywords   :  Rearrangement plan, Rearrange-

ment project, Rearrangement zone, Housing reconstruction pro-

jects,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Urban planning, Adminis-

trativ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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